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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액팅에서 가장 중요한 과장 연기의 요소를 구성

하는 제스처를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액팅이 획일화하는 데

서 벗어날 것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애니메

이션 12원칙과 라반의 에포트 이론을 활용 한다. 

무성 코미디 영화와 기준이 되는 2D와 3D 애니메이션의 제스처 표현

을 각각 분석 하며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한다. 다음으로 무성 코

미디 영화의 액팅을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초기 애니메이션에서 액팅의 주요한 참고 

요소가 됐으나, 최근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3D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면서 점차 액팅, 역동성과 

연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더 중요시됨에 따라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의 제스처 연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재조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주제어 : 찰리 채플린, 제스처, 톰과 제리, 버스터키튼,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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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기술의 발달에 따라 3D 애니메이션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3D 모델링이나 렌더링 기술의 발달은 애니메이션의 실사화가 가

능해질 것이란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 드림웍스의 <가디언

즈>(2012)는 마치 아이돌 스타와 같은 외모를 가진 캐릭터를 만

들어 추상적인 모양의 기존 3D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를 두었으며, 

현실적인 머리카락 묘사로 주목을 받은 <브레이브>(2012)는 3D 

애니메이션의 재질 묘사와 렌더링 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

고 있다. 

외양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애니메이팅(동화) 

분야에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모션 캡처나 동작 매핑 등이 그것이다. <베오 울프>(2007)

나 <폴라 익스프레스>(2004)는 캐릭터의 동작과 외모가 실사영화

와 흡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구분마저 

모호해지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행동과 외양이 실사와 닮아갈수록 관객들

은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발전되는 기술과 모순되는 반응을 불

러일으킨다. 이는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의 다른 점이

다. 2D 애니메이션에서 실사를 위한 애니메이팅은 평면에서 드로

잉으로 제작되는 방식으로, 바탕이 되는 배경 위에 셀을 놓고 프

레임별로 그린다. 

이와 달리 3D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팅은 2D 애니메이션의 키 

프레임을 주는 방식과 비슷하다. 2D 애니메이션 제작 원리와 흡

사하지만 3D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은 3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똑같은 연기를 해도 인식(perception)이 쉽게 되지 않는다.1) 그

래서 실사적인 움직임 구현을 통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팅을 만

드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1) 김기홍, 2D Animation에 대한 3D Animation의 인식적 차이와 마임의 도입, 기

초조형학연구, VOL.4 NO.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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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에 비해 2D 애니메이션은 <공룡 거티>(1914)때부터 드로잉을 

통한 효과적인 애니메이팅에 관한 원리를 구축했으며, 캐릭터에 

효과적인 연기를 씌우기 위해 무성 코미디 영화 히로인들의 연기

를 참고하기도 했다. 그 예로 <펠릭스>나 <찰리 채플린>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무성 코미디 영화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를 애니메

이션화 했으며, 과장된 애니메이션 연기는 <톰과 제리>와 <벅스 

바니> 등 코믹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점점 발전했다. 

무성 코미디 영화 배우는 극의 전개를 대사로 풀어나가지 않고 

몸으로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스처가 과장되고 표

정이 다양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빠르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영화에서는 다양한 동선 연구를 통해 제

스처가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사용

됐다. 초창기 찰리 채플린이 코미디 영화 연출에서 강조한 것은 

두드러진 제스처 연기였으며, 그것은 코믹 애니메이션의 제스처

와 유사하다. 찰리 채플린 영화에 나타난 코미디 연기와 표현 수

단으로의 제스처는 초기 코믹 애니메이션 움직임과 프레임의 구

조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초기 애니메이션 움직임과 찰리 채플린의 제스처 연

기는 공통점을 지닌다. 찰리 채플린의 제스처는 쉽게 이해되며, 

특수효과가 사용되지 않고, 몸으로 웃음을 유발하며,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초기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다.

초기 애니메이션은 무성 코미디보다 늦게 나왔다.2) 애니메이션 

제스처의 활용은 애니메이션 제스처의 중요성을 간파한 노먼 맥

노렌(Normen McLaren)이 영상 실험을 한 이후 캐릭터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됐다. 또 초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움직임에

는 배우나 무용가의 움직임이 많이 반영됐다. 배우나 무용가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즉흥성․유연성과 같은 특징이 있는 몸(body) 

위주의 연기는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

2) 제프리 노웰-스미스, 옥스퍼드 세계영화사, 이순호 외 옮김, 1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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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찰리 채플린 및 버스트 키튼의 제스처와 

애니메이션 제스처의 비교를 통해 제스처의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된 제스처의 비교를 통해 제

스처가 갖는 표현도구적 본질을 탐구한다.

셋째, 찰리 채플린 및 버스터 키튼의 코미디 연기가 <톰과 제

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기에도 어

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다.

이와 함께 3D 애니메이션에서도 무성영화 연기의 방법론을 적

용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본다.

1.1 연구 방법 및 범위 

1.2.1 연구 방법

무성 코미디 영화에 나타나는 어색하게 걷기, 무용에서 쓰이는 

제스처 사용, 놀램, 당황, 기쁨과 같은 대사가 필요하지 않은 직

관적인 감정 표현, 커다랗게 움직이는 동작 구성 등 초기 애니메

이션에서 표현되는 움직임 구성이 비슷하다. 버스터 키튼 과 찰

리 채플린의 제스처와 초기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의 공통점과 차

이점, 그리고 3D 애니메이션과의 공통점과 차이을 분석한다. 아

울러 그러한 공통점·차이점 비교를 통해 무성 코미디 영화가 애

니메이션의 움직임과 미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

펴본다. 또한, 무성 코미디 영화의 제스처가 3D 애니메이션의 액

팅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이 있는지 탐구 한다.아울러, 

공통점 차이점 비교를 통해 무성 코미디 영화가 애니메이션의 움

직임과 미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본다. 무성 

코미디의 영화 연기 제스처와 2D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펠릭

스3)의 제스처와 3D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라바>의 제스처를 

비교 한다.

3) 베르나르 제넹, 윤학로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이론-애니메이션, 이화여자대

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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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 범위와 애니메이션 선택의 기준 

 찰리 채플린은 1914년부터 1950년까지 꾸준히 활동한 무성영화 

감독이자 배우다. 그의 연기는 배급을 맡은 영화사를 기준으로 

키스톤 영화사(Keystone Studios)시대(1914년), 뮤추얼 영화사

(MutualFilm Corporation) 시대(1916~1917년), 유나이티드 아티

스츠(UA)(United Artists Corporation) 영화사 시대(1917년 이

후)로 나눌 수 있다.4)

그중 1914~1917년의 연기는 영화적 완성도가 높은 1917년대 이

후의 영화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며,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는 평

가를 듣는다. “채플린이 코미디 영화 연기의 새로운 영역을 개

척했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영화들이다. 1917년 이후 그의 연기

는 달라진다. 자연스러운 연기가 주를 이루며, 패러디와 내러티

브에 치중하게 된다. 제스처는 패러디와 내러티브를 위한 작은 

요소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탁월한 코미디 연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뮤추얼 영화사 시대의 영화들로 범위를 정한다.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과 비교·분석할 2D 애니메이션은 코

믹한 요소가 많은 <톰과 제리>, <페릭스>다. <톰과 제리>는 1940

년대에서부터 1967년대까지 제작됐다.5) 그중에 척 존스(chuck 

jones)가 프로듀스를 한 시기의 <톰과 제리>는 무성의 장점을 살

려서 캐릭터의 제스처와 연기를 강조했다. 코미디의 연출에 대해

서 능숙하며, 그에 따라 제스처의 활용도도 높은 편이라 여겨진

다. 실제 척 존스는 찰리 채플린의 열렬한 팬이며  영향을 받았

음을 고백한다.6) 또 존스의 연출은 반복적인 행위들을 발생시키

며, 제스처를 적극 활용했다. 이런 점을 살펴 채플린 영화와 비

교·분석할 <톰과 제리>는 존스가 연출을 맡은 1963~1967년 작품

으로 삼는다. 

4) 찰리 채플린 나의 자서전, 찰리 채플린 지음, 이현 옮김,1049p, 김영사

5) http://en.wikipedia.org/wiki/Tom_and_Jerry

6) 윤정원,「애니메이션의 리드미컬 타이밍 연출에 관한 연구:톰과 제르를 중심

으로」,『애니메이션 연구』, vol.5 No.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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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봉된 <인크레더블>은 스트래치 & 스쿼시의 요소인 길

쭉하게 늘어나는 모션을 캐릭터화해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게 창출했다. 2D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래치 & 

스쿼치의 동작을 재해석했다.

그리고 2011년과 2013년 대교방송과 KBS2에서 방영된 <라바>

(투바엔터테이먼트 제작)를 분석한다. 라바는 애벌레 캐릭터 두 

마리가 주축이 돼 슬랩스틱을 주고받으며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액션이나 타이밍의 요소가 과장되고 물리적

인 타격에 의한 리액션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성 코미디 

영화와 비교가 가능하다

1.2.3 선행 논문 연구

홍순구(2005)는 3D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에

서 인간 형상의 사실적 움직임의 표현은 매우 복잡하고 감성적 

정서를 만들어 내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지적한다.7) 역동

적인 카메라의 움직임, 환상적인 시각효과 등 3D 컴퓨터 그래픽

이 갖는 표현 방법은 장르의 확장과 사실적 표현의 강력한 도구

로 자리 잡았으나, 캐릭터의 움직임,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 김기홍(2003)8)은 모션 캡처를 통해서 완성된 3D 애니메이션

은 2D 애니메이션에 비해 큰 만족도를 얻지 못한다고 인식하며 

애니메이션적 해석(push)을 부가해 감성과 비주얼적 모션 일루젼

을 풍부하게 만들 필요성을 논했다. 

역동적인 카메라의 움직임, 환상적인 시각효과 등은 3d 컴퓨터 

그래픽이 갖는 표현 방법은 장르의 확장과 사실적 표현의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나, 캐릭터의 움직임,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제스처의 일종인 마임은 

7) 홍순구,3d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연구:3d 디지털 캐릭터의 표

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VOL.1 NO.2,2005

8) 김기홍,2D Animation에 대한 3D Animation의 인식적 차이와 마임의 도입, 기초 
조형학 연구,VOL.4 NO.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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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윤곽과 형태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3D 뷰(view)와 

현실 세계의 공간 뷰(view)가 사람이 인식하는 데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때문에 김기홍은 마임과 같은 무성 제스처의 표현법을 

통해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액션에 효과적인 표현 방법론을 제

시하고 있다. 

신체적 연기로 인해 코미디 장르를 설명하는 원형적 근거를 제

시해 준다는 김세진(2007)9)의 언급처럼 무성 코미디 배우의 액션

에는 단순한 제스처로 표현되는 몸짓이 아닌 장르를 생성할 수 

있는 단독적인 퍼스낼리티가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초창기 2D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인 디즈니

의 애니메이션 12원칙이 무성 코미디 영화 배우에게 비롯되듯이 

무성 코미디 영화의 제스처가 현재에도 재조명되어 3D 애니메이

션의 움직임과 연기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Ⅱ.이론적 고찰 

2.1 제스처 고찰 

2.1.1 애니메이션 제스처 고찰의 필요성 

제스처는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과장 연기에 도움을 준다. 

애니메이션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에는 대사와 연기가 있는

데, 특히 몸동작이 들어간 연기가 성우가 연기하는 발성을 제외

하고 캐릭터가 퍼스낼리티를 형성하게 해준다.

퍼스낼리티(personality)는 원래 희랍어의 페르조나(persona)

에서 유래됐다. 퍼스낼리티는 개인의 사고나 감정 또는 행동을 

결정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역동적인 정신기제로, 인간의 사

회적 행동을 규명할 수 있다. 퍼스낼리티는 캐릭터의 욕구 성향

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캐릭터의 행위로 이어진다. 극적 긴장감

9) 김세진,버스터키튼(BUSTER KEATON)의 무성 코미디 영화 연구,디지털영상학술
지,VOL.4 NO.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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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영화와 실사를 목표로 하는 애니

메이션에서는 대사와 표정을 위주로 한 연기로 리얼리티를 살리

는 반면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퍼스낼리티를 부여할 때는 과장 연

기를 사용한다. 

제스처는 손짓이나 발짓, 표정, 몸동작 등을 이용해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다. 그러한 외향적 행동이 우리의 모습을 

과장되게 나타낼 때 이를 보는 사람은 웃게 된다. 그러한 제스처

는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만큼 사람의 행위, 몸동작, 걸음걸이, 

얼굴 표정, 말, 직업적 습관들을 모방하게 마련이다.10)

그림 1. A Micro- Dictionary of gesture11)

메를로 퐁티는 몸짓을 ‘의미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로 

보았다. 몸짓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며, 특히 ‘추상적 의미’를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12)

한편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제스처는 연기를 위한 감정 표현뿐 아니라 

의사 표현을 하는 보디랭귀지도 포함한다. 손동작 등의 보디랭귀

지는 정보 전달의 도구인 셈이다. 대화할 때 몸으로 정보를 표현

10) 블라지미르 뽀르쁘,“희극성과 웃음”,정막래,나막,118p 

11) will eisner,"comics amd sequential art: principal & practice of world's  

 most popular art form",poorhouse press,2004, 103p

12) 김명주,“제스처 분석에 의한 유럽 현대무용의 연극성 연구: 피나 바우쉬,   

 빔 반데키부스, 마기 마랭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공  

 연예술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2011,2),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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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상대방과 좀 더 확실하게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스처다. 따라서 배우는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써 연기하는 

인물의 가상성을 벗어날 수 있고, 보는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다. 

제스처를 사용한 연기는 캐릭터를 능동적이게 만들고 현실에 

있을 법하게 만든다. 잘 기획된 캐릭터의 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제스처이다. 

2.1.2  애니메이션에서 과장된 제스처의 필요성 

애니메이터들은 현실 속 인물들이 하는 말투·걸음걸이·행동 

등을 재현하려고 한다. 관객들에게 살아 있는 캐릭터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터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연기 연습을 통해 습득하기도 한다. 거울을 가져

다 놓고 자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감이 느껴지게 그리는 

식이다. 

대사보다 움직임을 이용해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웃음을 유발하

게 하는 코믹 애니메이션은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표현하기 위해 

나름의 걸음걸이와 팔 동작 등을 설정한다. 단순한 걸음걸이와 

팔을 뻗는 동작에도 다양한 모양새가 있고, 그러한 움직임의 외

형에 따라 캐릭터의 개성이 드러난다. 제스처는 캐릭터를 부여하

는 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프레임 구조 밖으로 나가거나 활달한 움직임을 보이는 제스처

는 관람하는 사람에게 인지 자극을 준다. 관심과 흥미를 끄는 시

각적 요소로 아이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 

<톰과 제리>의 경우 대사가 없을수록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활동력 있는 동선은 스토리라인에 도움이 된다. 

애니메이션에서 동작을 주는 기본적 법칙은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고, 타이밍 조절은 어느 한 부분의 프레임 수에 차이를 주는 

것이다. 프레임 수의 차이가 과장되냐 정직하냐의 제스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팔을 뻗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만들 때,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의 수와 스케치는 그대로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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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수치와 차이가 난다. 이렇듯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타이밍은 설득력 있는 움직임과 연기에 중요할 역할을 한다.

타이밍은 코미디 연기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코미디에서는 2명

의 인물이 나와서 서로 괴롭히거나, 서로 강자와 약자로 그려지

는 경우가 많다. 2명의 인물은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위해 타

이밍을 맞춘다. 또 1인 코미디 쇼에서 타이밍은 신체적 타격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웃음을 줄 때 사용된다.

초기 코믹 애니메이션은 코미디 배우들을 모델로 제스처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월트 디즈니사의 

디즈니는 실제로 연기를 공부했으며, 자신의 연기를 기반으로 애

니메이션을 만들었다.13) 

연기는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캐릭터들의 제스

처는 곧 연기가 된다. 코미디의 연기는 초기 코믹 애니메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메리트와 카우프만은 “초창기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무성 코미디 배우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다.14)

2.2 무성 코미디 영화에서 제스처의 필요성 

코미디 연기는 희극에서 시작됐고, 희극의 발전은 무대공연으

로 이어졌다. 그리스 시대 코미디에서 연기는 실제 생활과 같으

면서도 더 확대되고 세밀했다.15) 전신을 사용해 연기하지만, 연

기자끼리의 교감보다는 관객을 향해 연기하는 것에 더 중점을 뒀

다. 어떤 사실을 재현하기 위한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연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기를 위한 연기는 제스처

가 크고 과장돼야 하며, 속도도 빨라야 한다.

이후 시대가 지날수록 코미디 배우들은 점점 더 즉흥적이고 자

학적인 흥미 위주의 연기를 펼쳤다.16) 슬랩스틱이나 과장된 제스

13) 이남국,애니메이션 연기론,태학원, 1997.69p

14) 움직임의 미학 애니메이션의 이론, 역사, 논쟁, 모린 퍼니스 , 한창완․조대현․
김영돈․곽선영 옮김, 한울 아카데미,173p

15) 演技 : 개발과 표현 / 제리 L. 크로포드, 조안 스나이더 지음 ; 양광남 옮김,  
 1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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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동물 또는 사물의 흉내를 내는 극 연기를 바탕으로 하는 무

성 코미디 시대의 연기 역시 과장된 동작과 신체적 접촉이 주를 

이룬다. 

무성 코미디는 주로 슬랩스틱을 웃음 유발의 촉매제로 사용했

다.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반응도 곧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고안된 

강력하고 뚜렷한 효과 장치가 바로‘과장된 몸동작’이기 때문이

다.17) 이러한 특징은 무성영화시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대사 

없이 웃음을 줄 수 있는 방편으로 과장된 몸짓과 표정이 이용되

는 것이다. 

무성 코미디 영화에서 코미디 배우들은 개인기 쇼를 한다. 코

미디 무대의 관객에게 하는 쇼처럼 카메라 안에서도 일련의 줄거

리에 맞게 즉흥적인 쇼를 하게 된다. 영화의 몽타주와 편집은 배

우의 연기가 주가 돼 제작되는데, 이때 과장된 제스처의 연기를 

선호한다. 이를 잘 아는 배우가 감독이 돼서 자신의 연기와 제스

처에 알맞은 동선을 짜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자신의 연기를 아

는 배우가 감독을 하면서 코미디 무성영화는 곧 배우의 캐릭터를 

지니게 됐다.

2.2.2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의 코미디 영화의스타일 

� 찰리 채플린 

뮤추얼 필름(Mutual Film)시절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유나이

티드 아티스츠(nited Artists Corporation) 제작사 시기 때보다 

신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스타일을 많이 사용했다. 대표작인 

<손쉬운 길> <어느 날 오전> <전당포> <모험가> 등은 15분 남짓

의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로 고장난 문짝에 연속

적으로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거나, 어떤 오해로 

인해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형식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영화는 찰리 채플린, 거구의 캐릭터, 여

16) 앞의 책,115p,140p,182p

17) 세상의 모든 코미디, 스티브 닐& 프랑크 크루트니크 지음, 강현두 옮김, 커뮤  
 니케이션북스, 168P



- 56 -

린 여자 등 외관상 명확한 캐릭터가 존재하며, 캐릭터에 따른 연

기를 리얼리티보다는 과장을 하여 표현한다. 그에 따라 배우들의 

표정도 크게 표출하고 분장으로 조금 더 강조한다.

‚ 버스터 키튼 

찰리 채플린과 같은 시기에 무성 코미디 영화의 히어로인 버스

터 키튼의 영화들은 공간과 무대 장치를 이용해 스펙터클함에 중

점을 두었다. 무대 장치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집이 무너지기도 

하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등의 특수효과를 사용한다. 버스터 

키튼의 스턴트 연기는 이처럼 다이내믹한 공간 속에서 부각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장치가 위에서 떨어져도 무표정으로 일관

하기, 기차의 속도만큼 달리기 등 버스터 키튼의 제스처는 사람

이 행동할 수 있는 한계지점에서 표현된다.  

영화는 15분 남짓의 짧은 에피소드 형식이 주를 이루며, 주제

는 주로 사랑과 우정에 국한돼 있다. 버스터 키튼의 캐릭터가 독

보적으로 돋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의 캐릭터들은 군중에 

속해서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Ⅲ.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의 제스처

3.1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의 제스처 연기의 특징 

� 퍼스낼리티 

퍼스낼리티를 정의한 사회학자 alder는 "성격은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것 ,혹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인 자극 가치 (social stimulus value) "라고 정의 했

다.18) 영화용어에서 퍼스낼리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화면, 자신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캐릭터의 개성도 포함된다.

18) 최승자,무용 활동 참가자와 퍼스낼리티 특성과의 관계,전남대학교 교육 대

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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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채플린은 모자와 헐렁한 바지, 콧수염과 지팡이 등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완성했다. 그리고 독특한 걸음걸이, 지팡이를 

빙빙 돌리는 어수룩한 모습 등을 연기하며 어리바리한 방랑자 이

미지를 만들어 냈다. 

버스터 키튼의 트레이드마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리액션이 없

는 무표정한 얼굴(Great Stone Face)이다. 저쪽으로 던져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행동을 하면서 관객

들의 웃음을 이끌어 낸다. 

‚ 슬랩스틱

슬랩스틱이란 영어로 “철썩 때린다”는 의미의 ‘슬랩’과 

“막대기”란 의미의 ‘스틱’이 합쳐진 말이다.19) 16세기 이탈

리아 코메디아 델라르테(16세기 중반 베네치아 등에서 발생한 이

탈리아의 연극 형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할러퀸이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의 엉덩이를 때리는 데 사용했다.20)

패러디와 풍자의 경우처럼 슬랩스틱은 촌극이나 더블 액트, 그

리고 단편영화나 장편영화 등의 다양한 형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희극적 표현 방법이다. 몸이나 도구를 이용해 서로 때리거

나 자기 자신이 맞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무성영화에

서는 눈에 띄는 제스처 표현 방법으로 쓰였다. 희극 경험을 살려

서 코미디 영화를 제작한 찰리 채플린은 희극적 요소 중 하나인 

슬랩스틱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ƒ 반복되는 행동과 실루엣 제스처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퍼스낼리티를 가지기 위해 제스

처 연출로 ‘반복된 행동’을 사용했다. 찰리 채플린은 어리바리

한 캐릭터로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는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

19)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90000000064/3/70090000000064/20010

    410/7674127/1

20) 演技 : 개발과 표현 / 제리 L. 크로포드, 조안 스나이더 지음 ; 양광남 옮

김,1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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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중 하나가 반복되는 행위다. 어느 행동을 했다가 당하고

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 행동을 다시 하고 또 당한다. 그

렇게 반복할수록 웃음의 강도도 강해진다.

또한 그는 감정 표현에 있어서 큰 제스처로 감정에 대한 ‘부

연 설명’을 단다. 이것은 보드빌 연극무대에서 닦아온 코미디 

연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무성영화 시대 코미디극의 구조

는 다양한 개그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계단형으로 만들어져 우스

꽝스러운 행동이 반복되고, 그것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었다.

버스터 키튼은 반복된 행동을 사용해 제스처가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스펙터클함을 보여 준다. 반복적으로 넓은 반경을 뛰어

가거나 반동으로 인해 넘어지고, 미끄러져 나오는 액션을 통해 

화면을 종횡무진 누비게 되고, 제스처가 화면의 구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버스터 키튼의 영화에서 나타난 연기 패턴은 연극적인 요

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연극에서 볼 수 있는 팔을 넓게 펼쳐 관

객에게 호소하는 듯한 액션, 무용에서 볼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

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3.1.1 무성 코미디 연기와 애니메이션 기본 원칙의 공통점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는 효과적인 연기를 위해 12가지 원칙

을 사용한다. 애니메이션 12원칙은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서 동

화 맨과 아티스트의 의사소통이나 일관성 있는 작업방식을 고수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모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원

칙이다. 12원칙은 보다 실사적이고,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현재에

는 과장되고 코믹한 요소를 설명하기에 알맞은 원칙이다. 

12원칙은 1 Squash and stretch (찌그러짐과 늘어남),2 

Anticipation (사전 긴장감),3 staging (무대와 구도),3 staging 

(무대와 구도),4 straight ahead action and pose to pose(모든 

동작들을 더해가며 그려나가기와 주요 동작을 그린 다음 그 동작

들을 연결시키기),5 follow through and overlapping action(연

결동작과 겹치는 동작),6 slow in and slow out(동작의 시작과 



- 59 -

끝부분의 속도를 줄이기),7 arcs(곡선),8 secondary action(주동

작의 결과로 오는 동작),9 timing(동작의 속도),10 exaggeration 

(과장),11 solid drawing (선명한 그림),12 appeal(매력을 끄는 

요소들)이다.21)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과 관련 있는 요소인 ‘스트레이트 어

헤드 액션’과 ‘포즈 투 포즈 액션’이나 선명한 그림 등의 요

소는 배제하고 제스처에 관한 요소들로만 분석을 하겠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원칙과 계획에 따라 움직임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사람이 표현하는 신체적 능력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움직임에 관해 현대 무용가 루돌프 라반은 인간의 움직임에 

무게 주기, 속도에 관한 개념을 제시한다. 라반이 제시한 

lma(laban movement analysis)의 핵심은 움직임이 심리적․육체적 

과정, 내부 의도의 외부로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다.22)  라반의 움직임 개념에서 주요한 요소는 신체(body), 에포

트(effort), 형(sharp), 공간(space) 등 4가지다. 그중 자신의 

내적 감정에 따라 움직임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에포트의 개

념은 신체적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라반은 인간이 충동적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작은 잠

재적으로 어떤 내적인 충동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잠

재적인 충동’이 에포트다. 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희로애락의 

감정이 표출되는 표정, 제스처, 움직임 등은 에포트의 요인들과 

결합돼 있다.23) 라반은 8가지 에포트 원칙으로 비틀기, 누르기, 

미끄러지기, 둥둥 떠다니기, 휙휙 지나치기, 휘두르기, 때리기, 

내리 베기를 제시한다.

또 에포트 행위들은 힘의 강약(weight), 시간의 빠르기(time), 

공간(space)에 영향을 받는다. 힘의 강약은 근육의 완력 정도가 

21) frank thomas and ollie johnston,the illusion of life -disney 

animation,abbeville press,1981 

22) ed groff, 강성범 번역, 라반 움직임 분석: 인간 움직임의 형언할 수 없는 

영역의 도표화, JOPERD, 1995

23) 라반의 effort 요인들의 의미 생성 구조와 여덟 가지 기본 Effort Action들

의 정서적 기호 해석 적용 가능성 고찰, 한국 무용연구, 29권 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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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변 환경에 충격을 야기하는 힘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힘의 강약에 따라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처럼 힘과 

속도와 공간의 영향을 받아 신체의 제스처를 분석하는 프로세스

는 애니메이션의 제스처를 분석하는 원칙과 공통점을 가진다. 이

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원칙에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효

과들은 에포트 원칙에서 나타나는 조건을 통해 캐릭터의 움직임

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찌그러짐과 늘어남(Squash and stretch)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 형태 변화를 줌으로써 가속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24) 가

속이 표현된 캐릭터는 상황에 맞는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사전 

긴장감(Anticipation)은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움츠러들거나 반

동으로 인해 힘이 함축된 상태를 나타낸다. 힘이 압축된 상태의 

캐릭터를 표현함으로써 캐릭터가 앞으로 할 행동을 예측할 수 있

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다. 또한 캐릭터에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에포트의 요소 중 누르기

(pressur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5)  

찰리 채플린은 거구의 캐릭터한테 맞기 전에 움츠린 포즈를 취

하다가 나중에 발돋움을 해서 폴짝폴짝 뛰는 포즈를 연속 보여주

거나 액션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된 동작을 한다. 버스터 키튼은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찧을 때 좀 더 탄성이 있는 느낌을 연출

하기 위해서 다리를 살짝 떨거나 팔다리에 액션을 주며 길게 다

리와 팔을 뻗는 시늉을 한다. 

무대와 구도(staging)는 극의 공간 활용에 필요한 가장 일반적

인 원칙이다. 분위기, 퍼스낼리티 액션을 공간에 구성할 수 있

다. 한 화면 안에서 한 액션만 함으로써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구도의 균형과 분등을 위해 채플린은 배우의 실루엣을 강조했다. 

실루엣은 대표적인 장면을 위한 구성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채플린은 검은색 양복, 중절모, 흰색 장갑과 같은 라인이 돋보이

24) frank thomas and ollie johnston, the illusion of life –disney 

animation, abbeville press,1981 

25) 이미영, 홍수현, 김재호, 애니메이션 제스처의 패팃화-LMA의 Effort 요소를 

기반으로- 한국 콘텐츠 학회, vol.11 no.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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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옷을 입었다. 실루엣을 통해 공간 구도 안에서 캐릭터의 성격

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공간과 캐릭터가 이루는 구도를 통해 액션의 방향과 공간 사용

을 정할 수 있다. 라반은 공간을 근접, 방향, 진행 경로, 위치, 

관계와 같은 문제들로 분류하였다. 움직이는 실루엣과 화면의 빈 

공간이 만들어내는 구도에서 캐릭터의 의도성을 설명할 수 있

다.26)  

팔로 스루 앤드 오버래핑 액션(follow through and 

overlapping action )은 액션 후 동작을 말한다. 처음 점과 끝점

을 이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캐릭터의 관절의 움직

임에 따라 만들어내는 동작이다. 때문에 반동, 잔상, 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캐릭터의 동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동하는 액

션을 통해 근육의 긴장감이나 타이밍 연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사물이나 땅에 닿아서 생기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닌 간

접적인 힘에 의한 성격이며, 포즈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나오는 

찰나의 포즈이기 때문에 빠르게 표현 된다. 에포트 요소에서 튕

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튕기기에는 톡 치기, 딱 때리기, 

떨기, 찰싹 때리기가 있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누군가에게 맞거나 세게 부딪치

는 액션 다음에 두세 번 왔다갔다 하거나 돌기 등 몸을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손과 팔로 계속해서 액션을 취한다. 또는 들고 

있는 소품을 이용해 반동을 주는 액션을 취해 웃음을 유발했다.  

타이밍(timing)은 드로잉의 개수가 장면 안에 놓이는 액션의 

시간의 양을 결정한다. 3D 애니메이션에서는 키 프레임을 통해 

움직임의 선위치와 후위치를 잡아 커브로 조정해 오브젝트의 무

게감과 속도감을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타

이밍은 긴박감을 주거나 사물과 캐릭터, 캐릭터 대 캐릭터의 상

호 액션에서 호흡과 박자를 통해 표현하는 애니메이팅의 요소다. 

라반은 시간의 성질을 ‘지속적인 것(sustain)것과 갑작스러운 

26) 신동선,배우의 신체 훈련을 위한 라반 움직임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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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quick)으로 분류하고, 단순히 느리고 빠름의 속도가 아니라 

여유롭거나 긴박하고 재촉된 호흡과 관련해 나누었다27)  

애니메이팅 뿐만 아니라 타이밍은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의 액션에서 코믹한 상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타이밍의 

차이로 찰리 채플린은 넘어지거나 슬랩스틱을 유발할 수 있는 준

비동작이나 템포를 줄 수 있으며, 버스터 키튼은 스턴트식의 연

기를 위해 몸을 유연하게 하는 듯한 모습을 하게 된다. 

과장(exaggeration)에 대해서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현실감이 

과장되지 않은 액션에서 나왔다는 비판에 대해 많은 애니메이터

들이 혼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장이란 액션을 격렬하게 표현하

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

른 사람이 보기에 설득력 있어서 사람들이 보다 크게 알 수 있도

록 한다. 애니메이션에서 놀라는 동작은 대부분 준비동작과 놀

람, 안정으로 구분돼 있다. 얼굴이 얼굴의 형태를 유지하되 과장

되게 늘어지거나 탄력 있는 모션을 통해 표정을 만드는 방법이

다. 표정을 만드는 방법이다. 어깨가 움찍거리는 모양이나 눈알 

등을 이용해 연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비틀기, 휘두르기, 미끄러지기와 

같은 신체적인 동작을 이용해 과장된 제스처를 만들어 낸다. 과

장이 표현하는 가벼움, 급작스러움, 탄력성, 자유로움은 공간 속

에서 주요한 긴장을 수행하며 내러티브를 이끌어 간다. 

어필(appeal)은 캐릭터의 성격과 배경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캐릭터 디자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캐릭터를 어필하기 

위해 의상, 외형, 걸음걸이, 표정 전반의 디자인 계획을 잡고 그

에 따른 애니메이팅을 하게 된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외형적으로 일관된 의상과 표정을 짓고 있으며, 연기와 제스처도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주 액션을 사용한다. 

27)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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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Tom and jerry>, <felix the cat>/< The 

Incredibles>,<raba>와 무성 코미디 영화 의 연기 의 비교

� 찌그러짐과 늘어남

무성영화 배우들은 팔소매를 길게 늘이거나 앞으로 몸을 쭉 빼

는 모션을 통해 신체에 탄력을 표현했으며, 애니메이션에서는 스

트레치 앤드 스쿼시의 원칙을 통해 실현했다. 

찰리 채플린은 팔과 다리를 리드미컬한 박자에 맞춰 확장된 
자세를 취한다. 버스터 키튼은 주로 사물에 몸을 의지하여 압
력만큼 몸이 늘려나가듯이 표현을 하며, 넘어질 때, 다리의 반
동을 중점적으로 표현했다. 
<페릭스>와 <톰과 제리>는 고양이의 액팅을 모방하였다. 놀랐

을 때, 등이 구부러지거나 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모션이나, 기뻣

을 때 팔이 쭉 뻗는 것으로 표현 한다. <톰과 제리>는 좀더 역동

적이고 애니메이션 특유의 스트레칭 기법이 도입이 되었다. 

 <라바>는 쭉뻗는 모습으로 감정표현을 했다. <인크레더블>은 
캐릭터들의 특기가 발휘될 때 효과가 나온다.  

그림 2. 애니메이션과 무성코미디 연기 제스처에 나타난 찌그러짐과 늘어남 

‚ 무대과 구도

캐릭터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구도를 통해 제스처의 형태와 윤

곽을 한눈에 보이게 하여 캐릭터의 심리나 의도를 쉽게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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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성 코미디 영화와 2D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들은 주로 

검은색 옷을 입거나 배경색과 다른 옷을 입고 연기를 하여 형태 

두드러지게 한다. 관절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측면으로 돌아서서 

제스처를 보여준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들이 

날아다니거나 뷰를 다양한 각도에서 잡아 좀 더 역동적이게 연출

한다. 

  

그림 3. 애니메이션과 무성코미디 연기 제스처에 나타난 무대과 구도

ƒ 팔로 스루 앤드 오버래핑 액션

관절의 메커니즘이 드러나는 움직임을 통해 동작의 리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다. 무성영화 코미디 배우들은 주로 팔보다 다리를 

이용해 슬랩스틱이나 익살스러운 동작을 구성했다.

그림 4. 애니메이션과 무성코미디 연기 제스처에 나타난

Follow-Through and Overlapp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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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타이밍은 2명 이상의 캐릭터가 존재할 

때 진가가 나타난다. <톰과제리>,<라바>에서는 서로 앙숙으로 나

오는 캐릭터들이 슬랩스틱과 때리기, 도망가기 ,약올리기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제스처를 한다.

무성 코미디 영화배우들의 연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맞

기,걸려 넘어뜨리기, 심지어 위에 떨어지고 맞는 연기를 속도 조

절을 통해 웃음을 유발 한다.

스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 크레더블>은 어쩔 수 없는 상

황, 강제적인 상황표현을 위해 절묘하게 짜여진 타이밍을 사용한

다. 

그림 5. 애니메이션과 무성코미디 연기 제스처에 나타난 timing

… 어필  

어필은 캐릭터의 성향과 설정된 콘셉트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찰리 채플린 특유의 익살스러운 포즈, 버스터 키튼의 트레

이드마크 표정과 달리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기획당시 쭉쭉 

늘어나는 초능력을 가진 엄마, 씩씩대며 화를 내는 행동을 잘 내

는 레드, 어리버리한 행동거지가 드러나는 톰등, 실루엣과 형태, 

캐릭터의 성격까지 기획에서 만들어진다. 기획 당시 설정된 포즈

들도 어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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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애니메이션과 무성코미디 연기 제스처에 나타난 appeal

3.3 그림 분석

3.3.1 무성코미디 연기 분석 및 애니메이션 제스처와 공통점

무성코미디 영화연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발견

할 수 있었다.

� 코미디 영화의 퍼스낼리티

코미디 영화연기에 다양성과 감성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기 위

해서 무용의 마임이나, 체육활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의도적으로 

넣었다. 배우들은 무용에서 사용하는 손짓 발짓이나, 체육 활동

의 활동적인 부분을 따라함으로 연기에 풍성함을 줄 수 있었다

 

그림 7. 왼) 무용,스케이트,권투,무용(마임) 사용의 예

그림 8. 왼) 무용, 골프, 무용, 댄스 장면 사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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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왼) 무용, 댄스, 투포환 던지기, 육상 장면사용의 예

그림 10. 왼) 춤으로 기분을 표현하는 곰,새,페릭스,나비 (무용의 사용 예)

그림.11 왼) 오페라극의 톰, 발레복 입은 제리, 춤으로 익살을 표현한 톰 

‚ 캐릭터의 퍼스낼리티 

캐릭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처한 현실, 설정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의상, 표정, 몸짓을 통해 드러난다.

그림.12 왼) 당하는 캐릭터, 무표정 캐릭터, 어리버리 캐릭터, 쫒기는 캐릭터의 

표현들

그림.13 왼) 찰리 채플린 걸음걸이, 실루엣 모양, 걸음걸이, 특정행동의 표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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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ƒ 감정 표현에 따른 연기 패턴 

놀램, 화냄, 다급함 같은 단순하면서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제스처가 규칙처럼 정해져있다. 버스터 키튼은 극

적이고 다급한 감정정보가 많은 반면, 찰리 채플린은 익살스럽고 

장난스런 감정정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림. 14 왼) 기쁨과 환희의 감정

(춤추는 장면, 상사에게 장난거는 장면, 고백하는 장면,들뜬 장면)

그림 15. 왼) 놀램과 당황의 감정

(줄에 걸려서 당황하는 표현들, 타격에 놀라는 표현들)

그림 16. 왼) 놀램과 당황의 감정(놀래는 표정, 스케이트가 헛돌아서 당황, 

문이 안 열리는 장면, 스케이트장에서 몸을 못가는 장면, 

타격 맞고 놀래는 장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

그림 17. 왼) 소심과 경직된 감정( 쑥스러워하는 장면, 표현을 자제하는 장면)

그림 18. 왼) 의기양양한 감정(실행하는 모습, 자신이 만든 음료를 건네는 장면, 

연인 앞에서 으쓱한 장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상대편을 물리치고 들어오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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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긴장과 다급의 감정(누군가에게 쫒기는 장면들)

„ 특정 연기에 따른 표현 기법 

감정에 따른 연기를 효과적이고 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액션이나, 극적인 장치를 위한 액션을 사용하여 영상 구

도에 다양함을 주었다.

그림 21. 과장된 표현 왼) 익살스럽게 뛰는 버스터키튼, 

과장된 포스로 쫒는 찰리채플린

 

그림 21. 날아가는 표현 왼)버스터 키튼의 특기 액션 

그림 22. 넘어지는 표현 왼) 찰리채플린, 버스터키튼 영화에서 넘어지는 장면들

그림 23. 도약하는 표현 왼) 버스터 키튼이 뛰기전에 도약하는 장면, 

도망가지전에 도약하는 장면, 떨어지기 전에 도약하는 장면 

3.3.2 애니메이션 제스처와의 차이점 

� 퍼스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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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코미디 영화에 영향을 받은 <페릭스>, <톰과제리>무용, 

체육활동과 같은 신체활동의 제스 도입이 적극적인 반면,3d 애니

메이션<인크레더블>, <라바>는 스토리에 중점이 되고, 캐릭터의 

퍼스낼리티가 강조되었다. 

그림 24. 왼) 늘어나는 몸을 가진 엄마캐릭터, 영웅 캐릭터의 실루엣, 

먹는걸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 25. 왼) 톰과 제리의 관계, 익살스런 캐릭터 페릭스

‚ 감정표현에 따른 연기 패턴 

<페릭스>와<톰과 제리>는 놀램, 당황, 익살 등 단순하면서 극

적인 감정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무성 코미디 연기와 패턴이 비슷

하였다. 반면, <라바>, <인크레더블>은  한 눈에 알 수 있는 놀

램 당황, 등에서 끝나지 않고 좀더 소심, 설득, 조심스런, 호기

심등 감정표현이 세분화되었다.

그림.26 기쁨의 감정 표현 왼) 2D 기쁨과 뿌듯,3D 뿌듯, 장난, 호기심의 감정 

그림.27 놀램의 감정표현(상황에 따른 놀래는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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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의심과 부정적인의 감정표현 왼) 옐로우가 무엇인가 보고 있는 장면, 

무섭지만 호기심어린 장면, 만족 못하는 장면, 의심 하는 장면

그림. 29 설득하는 감정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제스처를 통해 동조를 얻으려는 표현들)

그림.30 슬픔과 소심 위축된 감정표현 왼) 기다리다 지친 옐로우, 슬픈 할머니, 

비밀스런 행동, 엿듣는 행동, 몰래 들어온 페릭스 ,몰래 짐을 옮기는 톰 

그림.31 의기양양한 감정 왼(오페라가수 톰, 자랑스러운 악당, 앞서가는 페릭스, 

장기를 보여주는 캐릭터, 일을 해낸 톰, 물건을 보여주는 페릭스 

ƒ 연기패턴에 따른 표현 기법 

<페릭스>,<톰과 제리>는 애니메이션고유의 과장된 제스처와 주

로 옆모습을 통해 실루엣이 잘 드러나게 하여 표현을 하였으며, 

<라바>,<인크레더블은> 다양한 카메라 웍(work)으로 감정 표현이 

가능하게 하였다. 다양한 앵글로 잡히는데 반해, 표현기법은 세

분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한편, 무성 코미디 연기는 애니메이션처럼 인위적으로 몸을 늘

리거나 특정한 효과를 줄 수 없음에도 배우들의 의지에 의해 표

현된다. 이렇게 표현된 연기는 무성 코미디 영화의 대표적인 제

스처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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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과장된 표현 왼(군무처럼 이동하는 페릭스, 과장되게 추워하는 톰, 

놀래는 영웅,과장되게 부는 페릭스, 과장되게 뜀뛰는 캐릭터들)

 

그림 33. 날아가는 표현

그림 34. 넘어지는 표현 

그림 35. 도약하는 표현 왼(발을 구르면서액션의 시작을 알리는 톰, 

날라가기 전에 도약하는 페릭스)

그림 36. 기타 표현(압력을 가하는 표현, 회전,유연성을 표현한 장면들)

3.4 분석 결과 및 제언

1) 무성 영화와 무성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아 볼 수 있다. 

� 동작이 끝나는 시점의 포즈가 명확하다. 움직임이 시작할 

때 머리 몸통 다리의 액션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액션이 끝

날 때는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이는 구도로 잡힌 채 포즈를 잡게 

된다. 캐릭터들이 웃을 때 뒤로 허리 젖혀서 제스처의 형태를 잡

고 포즈가 끝나는 경우와 같다. 



- 73 -

‚ 포즈 투 포즈(pose to pose)의 타이밍 빠르다. 한눈에 보이

는 모양으로 잡힌 포즈에서 다음 제스처로 넘어갈 때 다른 형태

의 포즈를 만들어 가면서 한 씬에 다양한 포즈가 창출되어 시각

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포즈가 빠르게 움직이

면서 순간적으로 형태가 완성된다. 공간(space)의 구조와  타이

밍(timing)을 통해 긴장감이나 박자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ƒ 인물 간의 동작 상호 작용이 명확하다. 한 캐릭터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제스처를 크게 취해 준다. 

2)정서 표현 제스처와 관계

라반이 제시하는 내적 충동은 정서와 관련되어있으며, 정서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표출하는 내부적 충동이다. 정서는 캐릭터

의 상태, 성격, 의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때문에 에포트는 내

적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게 해주는 제스처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과장 연기는 감정과 리액션을 통해서 충동

적 반응을 내부에서 외부로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을 연

기하면서 표출하거나, 의지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특수하게 설

정할 수 있으며, 사람이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배우의 정서가 내

포되어 있다. 반면, 캐릭터의 연기는 사전에 캐릭터의 배경, 성

격에 따라 제스처도 정해져서 기획, 제작되기 때문에 즉흥성이 

배제된다. 연출에서만 캐릭터의 내적 충동을 제스처로 표현 할 

수 있다.. 

무성 캐릭터들은 갑작스럽거나, 힘이 들어간 행동을 통해 정서

를 드러내며, 일정한 타이밍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한다. 대사

가 있는 캐릭터들은 대사를 통해 내적 갈등을 풀어내므로 캐릭터

들의 움직임이 대사를 할 때는 정적인 움직임을 취하며 액팅이 

필요한 부분에 갈등사항을 내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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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성 코미디 영화의 제스처 표현 

애니메이션의 원칙들은 무성 코미디 연기에서 보이는 제스처와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 공통적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부

동자세에서 맞는 리액션 취하기, 넘어지고 튕기는 듯한 효과 내

기 등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은 물리적인 운동능력을 통해 관객

들에게 놀라움 내지,감동을 주려는 노력을 한다. 

과장된 연기이외의 공백을 위한 방법론으로 무용이나 운동 경

기 등의 신체활동을 사용 한다. 한 에피소드에서 배우들의 스트

레칭, 타이밍, 실루엣이 확연히 보이는 연기와 신체 활동이 포함

된 연기가 크게 나뉜다. 이야기를 풀어갈 때 효과적인 내러티브

의 전략을 위해서 배우들의 제스처 연기를 사용하며, 정서표현 

내지 감정표현을 위해서 발레 동작이나 운동동작들을 사용한다. 

신체 활동을 빌린 동작들과 몸의 탄성을 표현하는 제스처가 함께 

사용됨으로 움직임 활용의 구성이 폭넓게 확장 될 수 있다.

페릭스 톰과제리 인크레더블 라바 

관절의 유연한 움직임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실루엣 연기 높음 낮음 - -

무용등과 연계된 동작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상호 리액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퍼스낼리티 연기 - 높음 - 높음

표1 <페릭스>,<톰과제리>와 <인크레더블>,<라바>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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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효과

관절의 유연한 움직임 
팔은 한눈에 보이게 

굽히거나 다리에 반동을 줌

움직임을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주며 구성이 

짜여지게 한다. 

실루엣 연기 

캐릭터의 겉으로 들어난 

움직임으로 캐릭터의 

감정,생각,의사를 표현 

사건에 대한 태도가 

한눈에 파악 될 수 

있다. 캐릭터의 형상 

만으로 표현이 가능

무용 등과

연계된 동작

 무용이나 체육활동과 같은 

특정 움직임을 연기함

특별한 움직임의 

캐릭터 생성 

상호 리액션 

상대배우의 액션을 

타이밍에 맞춰서 긴장감을 

줌

상호간에 리얼한 

능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캐릭터의 

제한을 넘어설 수 있음

퍼스낼리티 연기 
캐릭터만의 특정행위, 

표정을 노출시킴

다른 인물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캐릭터의 생각, 주제를 

돋보이게 함

표2 무성영화의 제스처 유형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성 코미디영화 연기에서 나타난 제스처와 애

니메이션의 제스처를 비교해 ‘효과적인 제스처’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무성 코미디 연기에서 나타난 익살스러운 리액션의 

요소나 물리적인 탄성을 표현한 부분 등은 무성 애니메이션에 나

타나는 캐릭터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2D 애니메이션에서는 실루엣의 형태를 통해 제스처를 보여주

려고 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원칙에 의존하였다.3D 애니메이

션에서는 슬랩스틱에서 볼 수 있는 타이밍, 속도감같은 액팅

이 강조 되고, 카메라 뷰(view)의 연출에 의해 긴장감을 주로 

표현하였다. 

무성 코메디 영화의 카메라 뷰(view)는 역동적이지 않고 부동

적이며 평면적인 구성이 많다.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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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에는 긴장감을 주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무용이나 스턴트와 같은 신체적 활동을 연기에 포함시켜서 움직

임의 구성에 다양함을 줬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원칙에서 캐릭터의 배경, 움직임, 등 애니

메이팅에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배우들의 움직임처럼 

과장된 리액션이나, 배우의 내재된 정서표현, 스턴트나, 배우의 

애브리드와 스턴트를 해내는 의지표현의 연기를 만들어 내기에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대사 없는 연기에는 신체적 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릭

터 간의 의사 전달, 내러티브의 역동적 구성,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 설명의 역할과 같은 공통 분모가 있다. 반면, 유성 

애니메이션에서는 제스처는 독특한 캐릭터를 위한 장치로서 사용

되고, 연기는 성우의 대사나, 일상적인 제스처를 리얼하게 ,현실

과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D 무성 애니메이션 <라바>는 슬랩스틱과 탄성을 이용한 액

션, 과장된 리액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포즈 등 무성 코미디 

연기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 단순하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스처는 줄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이용되

고 있으며, 대사 없이도 제스처를 통해 스토리를 이해시킬 수 있

는 3D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은 컴퓨터의 기술력에 따라 발전할 실사의 연기, 재

질, 모습 등을 기반으로 응용된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라 전망된

다. 하지만 무성 코미디 연기에 영향을 받았으며 공통점을 가지

고 있는 무성 2D 애니메이션보다 3D 애니메이션의 제스처는 사람

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효과적인 제스처를 위한 제작 환경은 애니메이션 

제작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하는 시스템으

로 변모하고 있다. 배우들의 연기를 넘어서 무성 코미디 배우들

의 노하우와 연기와 같은 희극성이 내포된 콘텐츠에서도 방향성

을 찾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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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ffective gesture acting animation - Charlie Chaplin, 

Buster Keaton's acting 

Lee, Da-Na

Park, Jin 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divergence from 

standardization of animation acting through working on 

investigating gestures comprising most principal exaggeration 

acting elements in animation act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s animation 12 principles and Laban's effort theory.

This study respectively analyzes 2D and 3D animation gesture 

expressions that are standards for comedy silent film and derive 

commonness and difference from them.

In the next,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ow animation 

can utilize acting of comedy silent film.

Charles Chaplin and Buster Keaton used to be important elements 

referring to early animation acting, but as the recent animation 

technology gets advanced, they are not treated significantly any 

more.

However, as 3D animation turns out to be chief concerns and the 

roles that acting, dynamics and performance play become gradually 

important, the necessity is on the rise that Charles Chaplin and 

Buster Keaton’s gesture performances should more prudently be 

reinterpreted.

Key Word : Tom and jerry, Chuck johns, charlie chaplin, l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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