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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초 록

국제적으로 한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은 수익과 관련된 흥행 실적을 나

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된다는 것은 엔터테인먼

트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웃음을 빼놓을 수 없

다.  이러한 유머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과 미국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의 분석

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몇몇 해외 시장을 노리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 제작의 프리 프로덕션을 미국

인이 맡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미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의 표현법의 차이

를 빈도분석, 내용분석,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하고 여기서 가장 많은 차

이를 보인 스토리와 관련된 유머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이러한 스토리와 관련된 유머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프리 프로덕션, 한국과 미국의 장편 애

니메이션, 유머, 표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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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겨울에 개봉된 디즈니의 겨울왕국(Frozen)이 1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입을 올리며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관객들은 주

인공인 엘사와 안나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웃기도 하

고 슬퍼지기도 한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애니메이션이 추구하는 바이다. 정원

조 외(2010)에 따르면 수입되는 영화장르에서 애니메이션 장르는 

문화적 할인이 적은 장르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장편 애

니메이션은 전세계에 퍼질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장편 애니메이

션은 세계무대로의 진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Rank Movie Genre  Date

1 Shrek 2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04. 5

2 The Lion King animation, adventure, drama 1994. 6

3 Toy Story 3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10. 6

4 Frozen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13.11

5 Finding Nemo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03. 5

6 Despicable me 2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13. 7

7 Shrek the Third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07. 5

8 Up
animation, action,  adventure, 

comedy
2009.5

9 Monsters, Inc.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01.11

10
Monster 

University
animation, adventure, comedy 2013. 6

표 1. 랭킹별 애니메이션 장르

출처: www.boxofficemojo.com 재구성, 2014년 5월

<표 1>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순위가 높은 애니메이

션들은 90%가 코미디 장르로 상위에 랭킹된 애니메이션은 유머를 

내포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애니메이션

의 2000년대 작품들을 살펴보면, 코메디 장르로 구분이 되는 애

니메이션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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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르 제작년도

철인사천왕 액션, 공상과학 2000

별주부해로 가족, 모험 2001

더킹 드라마 2001

런딤: 네서스의 반란 가족, 공상과학 2001

마리이야기 판타지, 드라마 2002

그리스 로마 신화-올림포스 가디언 모험, 판타지 2002

오세암 드라마 2003

원더풀데이즈 모험, 공상과학 2003

엘리시움 액션 2003

나는 돼지해적 마테오 가족, 모험 2004

망치 가족, 모험 2004

신암행어사 모험. 판타지 2004

왕후 심청 가족, 판타지 2005

아치와 씨팍 코메디 2006

파이스토리 가족 2006

호박전 코메디 2006

로봇 태권V 액션, 공상과학 2007

천년 여우, 여우비 판타지, 가족 2007

빼꼼의 머그잔 여행 가족, 모험 2008

로망은 없다 드라마 2009

제불찰씨 이야기 애니메이션 2009

오디션 애니메이션 2009

마법천자문: 대마왕의 부활을 막아라 모험 2010

마당을 나온 암탉 가족, 모험, 드라마 2011

소중한 날의 꿈 드라마 2011

돼지의 왕 스릴러 2011

엄마 까투리 가족 2011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가족 2012

볼츠와 블립: 달나라 리그의 전투 모험. 공상과학 2012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모험 2012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애니메이션 2012

파닥파닥 애니메이션 2012

표 2. 연도별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장르

출처: 인터넷에서 재구성

한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유럽에서 작품상은 수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수익과 관련된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관객들이 엔터테인먼트에 소비를 할 때는 심각하고 어려운 내

용보다는 즐기고자 할 때 잘 이뤄진다. 따라서 즐거움과 웃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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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유머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셈

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유머가 애니메이션에서 유쾌한 웃음을 

주며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면 국제적으로 흥행과 

수익 면에서 성공을 거두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아래와 같다. 

‘무성영화 코메디와 초기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보드빌 슬랩스

틱 코메디의 영향(박세혁, 2006)’은 초기부터 오락과 흥행성을 

중심으로 예술적 관점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에 힘을 기울인 미국 애니메이션에 대해 언급하였다. ‘애니메이

션에 나타난 유머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비교분석(변청산, 2007)’은 유럽과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유머의 

생성방법과 의미작용을 살펴보고, 기호학 이론을 근거로 사용하

여 애니메이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외의 학자 이론

으로 국외의 텍스트를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의 애니메이

션과 비교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D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에 대한 연구(임유상, 2006)’는 흥행에 성공한 미국의 애니

메이션 네 편에서 유머의 유형을 내용, 생산방법, 디자인 요소에 

따른 유머 발생유형, 수용자 반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 

애니메이션만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였고, 주관적으로 유머 장

면이 선별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

머유형에 관한 연구: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희극론을 

중심으로(임자연, 2007)’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서 나라별로 다른 유머의 유형이 나타남을 밝혔다. 이 연구는 매

체나 형식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에 임하고 있었다. 디

즈니 애니메이션이 다른 애니메이션과의 차별화 요인을 실례로 

보여주는 ‘The Illusion of Life(Frank Thomas and Ollie 

Johnston, 1981)’는 유머와 프로덕션 프로세스간의 관계를 제시

하고 있어 본 연구에 근거자료로 들 수 있다. ‘극장용 애니메이

션의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김은주 외, 2004)’에서는 한국 애니

메이션의 태생이 하청위주의 제작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프리 프

로덕션의 능력이 약한 것을 지적하였다. ‘한류 콘텐츠, TV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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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김영덕 외, 2006)는 한국의 

애니메이션의 국제화에 걸림돌을 캐릭터의 개성의 중요성을 간과

한 점과 시나리오 작가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근 들어 파이스토리, 코알라 키드나 다이노타임과 같이 해외

를 겨냥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나리오를 쓰

고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등의 프리 프로덕션을 미국인이 맡고 한

국에서는 그 이후의 프로세스인 본 제작을 맡게 된다는 것에서 

유머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미 애니

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어떤 유머의 특

성이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부족한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

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할 애니메이션 선정은 1995년 이후부터 2012

년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한정하였

다. 1995년은 한국에서는 ‘영상산업의 원년’으로 정해진 해였

고, 미국에서는 ‘Toy Story’를 시작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등장한 해로 양 국가 모두 의미있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교수4명과 작업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한국

인 4명, 미국인 3명)을 대상으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한국과 미

국의 애니메이션 총 198편 중에서 각 국가별로 3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단, 미국인의 경우 미국 애니메이션만을 3편 선정하도록 

하였다. 분석할 미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슈렉2, 심슨이 선정되었

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아치와 씨팍,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이 포함되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2명의 

코더에게 유머의 표현법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일치도를 확보하

는 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애니메이션에서 유머의 표현법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의 유머 표현법 차이를 내용분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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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면들을 예로 들어 검증하고 하였다. 또한 한미 합작 애니메

이션 작품인 다이노타임의 박재우 PD와 오디션의 감독인 민경조 

감독, 디즈니 스튜디오의 캐릭터 디자인 수퍼바이저 김상진을 인

터뷰한 내용으로 유머가 제작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애니메이션에서 의인화된 물체들은 플라즈마적인 움직임과 애

니메이션만의 물리 법칙을 따른다.1) 본 연구에서는 앙리 베르그

송(Henri Bergson)의 웃음에 관한 이론과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책

의 유머 표현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부터 유머의 표현법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베르그송은 풍자화처럼 과장이나 왜곡된 형상이 우스꽝스러움

을 유발한다고 하였다.2) Franzini(2003)는 서로 다른 아이템, 사

람 등의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어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머가 표

현되는 것을 부조화적인 요소로 보았다.3)  

움직임과 관련하여 베르그송은 신체의 태도나 몸짓, 움직임들

이 우리에게 기계적인 것임을 연상시키는 것을 우스꽝스럽다고 

하였다.4) 정상인이 곱사등이 움직임을 흉내내고 있는 것과 같이 

본래의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일부만을 모방하려는 움직임에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웃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자연계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타이밍의 과장

을 통해 코믹성이 나타난다.5)

1) Karen Beckman, Animating film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2014, 

p.311.

2)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1992, p.30.

3) 김혜련, “그림책에 나타나는 행동적, 신체적, 언어적 유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2), p.15.에서 재구성.

4)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1992, p.32.

5) 성례아, “장편 애니메이션의 재미요소와 관객의 심리적 재미에 대한 상관관

계”,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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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공중에 멈추고 있다가 떨어진다

던가, 어떤 캐릭터는 기차보다 빨리 달리는 등의 타이밍이 왜곡

되었을 때 웃음이 나타난다.

슬랩스틱은 단지 움직임만으로 관객을 웃게 만든다. 복잡한 복

선이나 논리가 들어간 스토리 안에서 웃음이 발생하는 코메디 장

르와는 다르게 단순한 육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유머가 나타난

다.6)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그날 오

후에 몇 번 다시 마주치게 되면 상황이 반복될수록 더 큰 웃음이 

유발된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베르그송이 말한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을 대할 때 웃게 되는 것7)에 다름 아니다. 

희극장면중에서 등장인물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한다

고 생각하다가 그를 가지고 노는 사람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인형

에 불과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반전이 희극적이다.8) 

어떤 사건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종국에는 엄청나

고도 예기치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나 두 개의 전혀 상관

없는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9), 베르그송이 말하는 눈덩

이 효과로 인해 희극성이 나타나게 된다.

캐릭터의 작은 결점이나 가벼운 결점이 근본원인이 되어 웃음

을 유발하는 성격에 의한 희극성은 그 인물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비사회적인 성격10)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대사는 형식과 내용의 이중성 때문에 유머가 

나타난다.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는 독특한 억양이나 말투, 코믹

한 대사, 단어의 왜곡, 문장의 반복, 이중의 의미가 있는 단어, 

의미와 발음을 사용한 말장난 등이다.11) 언어의 희극성으로 베르

6) 박세혁, 무성영화 코메디와 초기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보드빌 슬랩스틱 코메

디의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2006, p.257.

7)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1992, p.70.

8)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1992, p.71.

9)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1992, p.73.

10)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7, pp.376-377.

11) 성례아, “장편 애니메이션의 재미요소와 관객의 심리적 재미에 대한 상관관

계”,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2),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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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의 

표현법

이미지 움직임 스토리 사운드

과장된 이미지

부조화스러운 

이미지

슬랩스틱적

움직임

타이밍의 조절

기계적인 

모방적 움직임

상황

캐릭터 성격

대사

 
음향의 불일치

그송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희극성과 언어가 창조하는 희극성으

로 구분12)하였다. 언어가 매개로 표현되는 경우는 풍속과 문학, 

관념의 연합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경우 내포하는 

의미의 대부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가 만들어

내는 희극성은 언어 자체에 깃들인 방심 상태를 강조하는 것으로 

언어자체가 바로 희극적이 되는 것이다.13)    

코믹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음향의 사실성 차원에서의 충

실성14)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내용들로 영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별로 카테고리를 구분

해보면 이미지, 움직임, 스토리, 사운드의 네 가지 항목 안에 각

각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머 유형과 표현법의 분석기준

12)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1992, p.89.

13) Henri Bergson,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1992, p.89.

14) 최유미, 성례아, 애니메이션에서 음향의 리듬과 충실성에 대한 연구, 만화애

니메이션연구, 2002,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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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토리와 관련된 유머의 차이

조미라(2007)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을 코미디 요소가 강한 대중예

술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희극성이 강한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국가 애니메이션 평균 유머의 횟수/시간

한국

뽀로로

72
아기공룡 둘리

마당을 나온 암탉

아치와 씨팍

미국

슈렉2

127

마다가스카3

심슨

사우스파크

비버스와 버트헤드

표 4. 단위 시간당 한미간 유머의 횟수 비교(단위:개)15)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과 미국의 애니메이션에서 시간당 유

머의 등장 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6%

22.9%

2.1%

12.8%

3.6%

2.9%

30.7%

9.4%

14.1%

2.5%

10.8%

15.3%

35.3%

2.6%

1.5%

20.5%

7.6%

3.9%

0.0% 10.0% 20.0% 30.0% 40.0%

음향부조화

대사

성격

상황

기계적움직임

타이밍조절

슬랩스틱

부조화

과장

미국

한국

표 5. 한국과 미국의 유머표현법 빈도 그래프16)

15) 김윤정, “한미 장편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유발요인 비교연구”, 홍익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2), p.92.

16) 김윤정, “한미 장편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유발요인 비교연구”, 홍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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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한·미간 애니메이션의 유머 표현법 중 가장 눈에 두

드러지는 차이점은 스토리와 관련있는 유머 표현법의 빈도수이

다. 미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처럼 슬랩

스틱이나 대사 이미지의 과장과 같은 표현법에 의해 유머를 창출

하는 빈도수는 비슷하거나 많았으나, 상황이나 캐릭터의 성격에  

의한 유머 창출이 현저히 많이 나타났다. 한국의 장편 애니메이

션 제작 여건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기간과 예산을 충분히 

들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밀접하게 접목된 유머를 

시나리오 상에 표현하는 대신 손쉽게 삽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머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유머표현법의 모든 요소에서 미국 

애니메이션보다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 애니메이션 전체에 나타난 평균 유머의 빈도수가 미국보다 적

은 것은 상황이나 캐릭터의 성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유머의 부

족을 의미한다. 

디즈니는 스토리에 있어서 캐릭터의 개성 개발의 중요성을 언

급17)하며 캐릭터의 생김새나 성격이 이야기 안에 녹아들어가 이

후 전체 애니메이션에 걸쳐 빈번하게 개그를 형성하는 요소로 보

았다. 맥케이의 <공룡 거티>(1914)에서 거티의 작은 몸집은 뛰기

에 적합하지 않으나 깡충깡충 뛰면서 웃음을 준다. 또한 처음부

터 설정되어 있던 거티의 목이 늘어나는 플라스마적인 성질을 이

용하여 이후 애니메이션에서 유머러스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폴 웰스는 유머는 캐릭터의 행위와 퍼포먼스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였다.18)

1. 캐릭터의 개성 설정으로 인한 유머의 차이 

스토리에 기반한 표현법 중 캐릭터의 개성에 기반하여 유머를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2), p.96.

17) Frank Thomas, Ollie Johnston, The Illusion of Life, Walt Disney 

Productions, 1981, p.393.

18) Paul Wells, 한창완, 김세훈 역, Understanding Animation, 한울아카데미, 

2001,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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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빈도수는 아래와 같다. 

표 6. 한국과 미국의 성격에 의한 유머표현법 빈도(단위: 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 애니메이션과 한국 애니메이션에 나

타난 성격에 의한 유머의 빈도수 평균은 각각 25.6과 2.3회로 11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개성에 기반한 유머를  한국과 미국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사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아치와 씨팍>의 유머표현

<아치와 씨팍>에서 이쁜이를 쫓아오는 보자기 갱단들로 인해 아

치와 씨팍 일행들이 도망하고 있다. 왜 이쁜이를 쫓아오느냐는 

아치의 물음에 이쁜이는 ‘나한테 목 매단 놈이 한 둘인 줄 알

아?’라며 답을 한다. 자신이 예쁘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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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삼는 여자 캐릭터의 설정으로 웃음을 준다. 그러나 이후 

캐릭터의 개성을 애니메이션에 걸쳐 유머와 연관 시키지 못한 채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림 2. <뽀로로>의 유머표현

<뽀로로>에서 뽀로로 일행에게 거짓말을 했던 토토는 그 자리

를 모면하기 위해 교활하게 뽀로로 일행에게 배달 챔피언 1등 메

달을 주고 살금살금 도망쳐 나옴으로 웃음을 준다. 두 번째 쇼트

(<그림 2>의 위 우측 이미지)는 뽀로로 일행을 보자 숨기 위해 

하마 뒤에 숨는 장면이다. 하마의 춤동작에 맞추어 토토도 몸을 

움직여보지만, 한 박자씩 늦어 하마의 뒤로 살짝살짝 드러나고 

있는 슬랩스틱적인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움직임에 웃게 된다. 

<그림 2>의 아래 쇼트들에서는 결국 춤을 다 마친 하마가 인사를 

하느라 엉덩이를 뒤로 빼자 토토는 뒤로 튕겨져 바닥에 떨어지며 

끝난다. 큰 하마의 엉덩이 힘에 의해 작은 거북이는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슬랩스틱적인 움직임으로 웃음이 유발된

다. 이와 같이 토토에게 주어진 캐릭터의 성격으로 인해 웃음이 

유발되는 것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후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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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슬랩스틱으로 인한 웃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 <마당을 나온 암탉>의 유머표현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수달은 물에서 나오면 생선가시 빗으

로 털을 고르는 모습에서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캐릭터의 성격에 의한 유머

의 재생산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림 3>의 아래 이미지에서 보듯

이 대다수 슬랩스틱적인 움직임이나 다중의미를 담은 대사로 웃

음을 주고 있다. 

<심슨>에서 바트는 아들인 자신보다 돼지에게 신경을 더 쓰고 

있는 호머 심슨에 서운해하며 옆집이웃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웃아저씨는 코코아를 여자애들이나 먹는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바트에게 코코아를 창가에 놔둘테니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 한

다.

이웃집 아저씨는 평범한 코코아로 시작해서, 휩크림, 쿠키, 직

접 갈은 쵸코렛 가루, 생크림 그리고 토치로 살짝 그을린 머쉬멜

로로 차츰차츰 장식을 올려서 아주 고급스러운 음료로 바꾸어놓

는다. 점차 가중되는 코코아의 장식에 바트는 눈이 휘둥그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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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는 장면이다. 결국 이 코코아를 허겁지겁 가져가 마신 바

트는 ‘oh, my God’를 외치며 감격해한다. 이 장면은 각 장면만 

봐서는 유머러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웃 아저씨가 코코아를 

장식하는 과정이 더해가면서, 평범한 코코아로부터 고급 레스토

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음료로 변해가는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아저씨의 정성이 바트뿐만 아니라 관객의 기대치를 훨

씬 넘어서면서 유머러스해지게 된다. 

그림 4. <심슨>의 유머표현

이웃집 아저씨의 꼼꼼하고 정석대로 사는 성격이 바트의 아버

지인 호머와는 완전히 대비되면서 이 아저씨의 캐릭터성을 잘 나

타내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러한 캐릭터성이 유머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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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다가스카 3>의 유머표현

<마다가스카 3>에서 뉴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알렉스 일행을 

버리고 간 펭귄들을 찾으러 카지노로 잠입하는 장면이다. 알렉스

가 몰래 잠입하고자 잠수해서 카지노로 접근을 시도하는 반면, 

일행인 쥴리앙은 오리보트에 폭죽까지 터뜨리며 춤까지 춰가면서 

카지노로 접근하는 모습에서 알렉스가 의도한 행동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쇼트에서 그의 성격에 의한 과감

한 춤과 시끌벅적한 카지노로의 접근하는 방식으로 인해 웃음이 

유발된다. 

이러한 쥴리앙의 캐릭터 성격설정은 까불거리면서 분위기 파악

을 못하는 존재로 애니메이션 전체에 걸쳐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그림 6. <슈렉2>의 유머표현

Far far away 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고 있는 슈

렉 일행은 심심함을 못이긴 덩키의 장난에 화를 내는 장면이다. 

슈렉은 쉴 새 없이 떠들며 성에 도착해가느냐고 묻는 덩키에게 

조용히 스스로 즐길 것을 찾으라는 부탁을 한다. 덩키는 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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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유지하다가 양 입술로 ‘뽁’ 하는 소리를 낸다. 이는 정

적을 참지 못하는 수다스러운 덩키의 캐릭터 설정으로 인해 나타

나는 유머이다. 이에 잠시만이라도 조용히 있을 수 없느냐고 슈

렉은 화를 낸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 같던 덩키는 슈렉과 피오

나 사이에 입을 들이밀고는 다시 ‘뽁’ 하는 소리로 정적을 깨

게 된다. 이 쇼트는 앞에서 나온 상황의 반복으로 캐릭터의 성격

을 명확히 하게 되고 이러한 캐릭터성에 의해 더 큰 웃음을 유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캐릭터들을 살

펴보았다. 캐릭터들을 스토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

인가에 대해 디즈니는 캐릭터 그 자체가 스토리라고 밝히고 있

다.19)‘훌륭한 스토리와 캐릭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하다’라

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사장인 Alan Bergman이 말한 바20) 역시 캐

릭터 개성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캐릭터의 

개성 설정은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심슨과 

슈렉의 예처럼 캐릭터로 인한 웃음이 창출되면서 유머가 스토리

에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에 기반한 유머가 스토리와 결합하게 되면 작품에서 스

토리가 진행되면서 해당 캐릭터가 등장할때마다 유머러스한 장면

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품에서 더 많은 유

머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2. 상황에 기반한 유머의 차이

스토리에 기반한 표현법 중 상황에 의한 한미 애니메이션의 유

머 표현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9) Frank Thomas, Ollie Johnston, The Illusion of Life, Walt Disney 

Productions, 1981, p.393.

20) Karen Beckman, Animating film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2014,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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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과 미국의 상황에 의한 유머표현법 빈도(단위: 회)

미국의 애니메이션과 한국의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상황에 의

한 유머의 빈도수의 평균은 각각 66.6와 6.6회로 10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사에 기반한 유머는 시나리오 상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시

각적인 유머의 경우에는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완성된다.” (김상진

씨 인터뷰)21)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기획은 중요한 부분이다. 실질적인 제작

에 있어 처음의 기획이 수정될 수는 있어도 큰 뼈대는 잡고 가야 

방향성에 흔들림 없이 계획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디즈니 스튜디

오의 캐릭터 디자인 수퍼바이저 김상진 인터뷰내용처럼 애니메이

션 제작에서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스토리보드 아티스

트가 화면을 구성하는 동안 유머창출이 계획되는 것이다.  

21) 김윤정, “한미 장편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유발요인 비교연구”, 홍익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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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편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유머에 중점을 두고 

시나리오나 캐릭터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흐름

을 다 만들고 나서 그 흐름을 보면서 웃음을 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에서 그 때 그 때 끼워넣는 식으로 넣게 된다. 또한 제작비의 조달

문제로 작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실제작 기간은 반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구할 때까지 투자가 잘 되는 다른 작품

을 하다보면 유머를 위해 스토리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렇듯 제작 기간이 6-7년씩이 되다보니까 개봉 전에 그 

시대에 맞는 유행어와 같은 대사들을 교체 또는 추가하여 웃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민경조 감독 인터뷰)

"미국 애니메이션에서는 굳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활동

하는 시나리오작가들이 아니라, 프렌즈나 빅뱅이론 등의 드라마 쪽 

작가들 까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준비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작가

들 인프라가 아주 많다. 유머도 조크로 웃기는 것, 행동으로 웃기

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각 유머의 특성에 맞는 전

문 작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박재우 PD 인터뷰)22)

미국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여러 종류의 유머스타일에 특화

된 작가들이 포진해있어 다양한 유머가 본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제작비의 

문제, 그리고 스토리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문제 

때문에 애니메이션 프리 프로덕션 시장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었

고, 그 결과로 애니메이션 작가수 또한 많지 않게 되었다.

민경조 감독과 박재우 PD의 인터뷰에서처럼 유머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여러가지 방향의 유머로 특화된 여럿

의 유머 전문 시나리오 작가군이 필요하다. 유머 시나리오 작가

가 한명 뿐이라면 관객은 반복되는 비슷한 방식의 유머에 쉽게 

식상해지고 더 이상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미국은 여러 종류의 유머 스타일에 각각 특화된 유머 작가군이 

22) 김윤정, “한미 장편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유발요인 비교연구”, 홍익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2),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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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단계에서 유머를 만들어 나가서 미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유머가 스토리나 사건전개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이는 

당연히 캐릭터나 스토리에 기반한 유머 비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캐릭터나 스토리가 유머러스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 전

체의 유머 횟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미 해외에서 기획된 작품의 제작하청으로 산업이 형성된 한

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 익숙한 작가군 자

체가 아주 작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유머 스타일은 커녕 유머러

스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작가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는 시나리오가 1차

로 완성된 후 중간 중간 유머 코드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스토리에 기반한 유머가 만

들어지기가 극히 어렵다. 유머가 기존의 스토리 내러티브 구성을 

건드리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랩스틱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난다. 

스토리가 재미있어지려면 시나리오 제작단계에서 유머와 스토

리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야 한다. 스토리와의 결합없이 관객을 

웃기려고 단순한 슬랩스틱을 애니메이션 전체에 걸쳐 반복한다면 

유머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IV. 결론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수익 성공

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디즈니의 겨울왕국처럼 국내 천만관객을 넘어서서 글로벌 마켓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유머가 중요하다는 것을 서론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를 캐릭터

의 개성설정 유무와 작가 인프라의 차이에 따라서 분석해 보았

다.

글로벌 마켓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낸 극장용 애니메이션들은 

뚜렷한 각각의 캐릭터 개성이 서로 유머를 만들어내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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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머전문 스토리 작가들에 의해 시나리오단계에서부터 유

머가 유기적으로 스토리에 엮여져 들어간다고 분석되었다.

그에 반해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들은 캐릭터나 스토리와 무

관한 슬랩스틱의 유머 비중이 아주 높았고, 이러한 계속적인 슬

랩스틱적 움직임의 반복은 유머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캐릭터

의 개성 형성과 스토리구성에서 드라마, 코미디, 영화, 각 분야

의 전문가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자 및 작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한 두 작품을 해 나가다보면 노하우가 생기며 좋은 

애니메이션 제작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국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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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fferences in the humor embedded in stori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feature-length animation

 Kim, Yun-Jung

Internationally, the Korean feature-length animation is not 

making a successful box office hit. Being a box office hit all 

around the world is related with entertainment and laughter cannot 

be excluded as a element that gives such enjoyment. Although the 

humor would b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globalization of Korean 

animation, studies that analyzed humor in Korean and U.S. animation 

are still lacking. Recently, there are cases that several Korean 

animations aim at overseas market entrust pre-production of 

scenario or storyboard. This paper examines the humor embedded in 

stories of feature-length animations that had the most differences 

by analyzing frequency and contents, and through interviews. It also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humor embedded in stories of Korean 

animations. 

Key Word : Animation Production, Pre-Production, American and 

Korean feature-length animation, Humo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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