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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

며, 특히 애니메이션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산업으로 변함없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디즈니 스튜디오는 오랜 시간동안 쌓아온 전문 기술과 작품 노하우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거나 혹은 변화에 맞춰진 그들만의 전략

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시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선두 자리에 올린 <겨울왕국>의 전달 

메시지와 변형 요소를 환상성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디즈니가 가족타깃의 애니메이션으로 성

장하기 위해 이용했던 요소들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상성 재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현대 매체가 재현해 내는 환상 

표현은 실제와 다른 혹은 상상의 세계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데 치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상성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할이 숨겨져 있다. 이런 환상성의 가치는 다양

한 이론가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는데, 츠베탕 토도로프는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 사이의 망

설임을 시작으로 환상성을 문학에서 정의 내렸다. 문학 장르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은 환상

성은 잭슨에 의해 시대적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의도를 가진 형태로 범위를 넓히

며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강조되었다. 흄은 잭슨의 전복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서 

환상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톨킨, 조아르스키, 보이어는 이것을 상위환상과 하위환상으로 나

누어 묘사 대상과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환상의 종류를 이야기했다. 이를 정리하면 

환상의 공간은 비현실, 탈현실, 초현실, 반현실로 나뉠 수 있고 인물은 주인공과 사회의 관

계를 다루는 ‘나’ 의 주제와 욕망의 상징인 타자의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렇

게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환상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와 요소들로 전달

되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통해 분석된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디즈니는 주인공의 성장여정에 따라 환상 공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 제공한다. 

그 첫 번째 공간은 주인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현실 도피와 욕망 충족의 탈현실이고 두 번

째 공간은 타자의 지배로 이루어진 반이데올로기적 성향의 반현실 공간이며 마지막 공간은 

반현실의 전복 후 주인공이 제공하는 유토피아인 초현실 공간이다. 또한 디즈니는 인물 역

시 ‘나’의 주제인 변신과 분신을 통해 주체의 성장을 강화시키고 다중화된 인격의 캐릭터 화

를 통해 재미를 선사하며 ‘너’의 주제인 타자성의 적대자 배열로 전복의 탄력적 요소를 가미

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디즈니가 제공하는 환상성들은 희생을 통해 가족의 완성이라

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디즈니는 자신들의 타깃 관객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데올로기를 꾸준히 전달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 환상성을 애니메이

션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디즈니, 환상성,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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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환상성에 대한 표현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매체들이 상상적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능성은 환상성의 효율적인 제공 방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

켰는데, 그 중 애니메이션은 오랜 시간동안 환상을 제공하는 영

상매체로 성장하며 작품들 속에 환상을 만드는 노하우를 축적시

켜왔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는 월트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1923년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장시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다. 1928년 미키마우스를 주

인공으로 한 <증기선 윌리>를 시작으로 2014년의 히트작 <겨울왕

국 Frozen>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했고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을 통해 보여준 환상의 세계들은 관객들의 공감과 상업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용한 전략들에는 스튜디오 창업 이래 이들이 추구해온 

그들만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 본 연구는 다시금 디즈니 애니메

이션을 선두 자리에 올린 <겨울왕국>의 전달 메시지와 변형 요소

를 환상성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디즈니가 가족타깃 애

니메이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환상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상성이 탄

생하게 된 배경과 특성을 알아보고 그것의 목적과 효과 등을 정

립시킨다. 그리고 이런 환상성을 이용해 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작품 제작 배경을 토대로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렇게 마련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

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타난 환상성을 분석해 그 표현 방

식이 어떤 목적과 메시지를 위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09

Ⅱ. 환상성의 역할과 특성

근대 산업경제 발달과 자본주의 성장아래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주아는 이성 중심의 사고관을 내세우며 합리주의에서 벗어난 

상상적 요소들은 배척시켰다. 하지만 이성만능의 근대성이 실패

로 돌아가면서 억압되었던 비이성의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이 틈

새를 통해 귀화한 것이 바로 환상이다. 그래서 환상은 근대에서 

인간이 버린 본능의 욕구와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기존 체제에 대항하거나 혹은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기 위한 해

방의 기능으로 활용되었다.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이런 환상을 실재와 초자

연적인 사건 사이의 망설임1)으로 정의 내리며 실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의심하며 특정한 의미화 영역을 확보한다고 했다. 로즈

메리 잭슨(Rosemary Jackson)은 이 영역이 시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전복으로서의 환상을 이야

기 한다. 잭슨은 환상이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변형시키고자 하

는 욕망에서 출발한다고 보았고, 이런 욕망이 어떤 자극에 의해 

되살아나면 현실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잭슨은 이 

자극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성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환상의 가치는 현실의 재조명을 통해 그 맥락과 이데올로기

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능에 있다. 하지만 캐서린 흄

(Kathryn Hume)은 잭슨처럼 환상의 현실 전복 가능성만을 다룰 

경우 그 영역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고 다양한 환상의 가능성들

을 제시해주고자 했다. 흄은 ‘환상성’을 등치적 리얼리티로부

터의 일탈2)로 정의 내리고 작게는 리얼리티의 관습을 깨트리는 

새로움의 제공에서부터 크게는 리얼리티의 세계를 초월하는 가능

성을 상상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은 즐거움을 

주거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거나 반대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

1) 토도로프, 『덧없는 행복-루소론, 환상문학 서설』,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1996, p.124

2) 캐서린 흄,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푸른나무, 200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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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목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환상성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정의 내려지고 의미화 되

면서 그 영역을 넓혀왔다. 중요한 것은 환상성이 단지 현실과 다

른 새로운 이미지의 제공을 넘어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 나

은 현실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데 있다. 이런 사회적 

의미를 지닌 환상성은 연구에 따라 특정 구성요소와 조건을 통해 

다양한 분류의 환상을 제공하는데, 그 기준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도로프는 ‘기괴’와 ‘경이’의 장르를 통해 환상의 

범주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기괴’로 초자연적인 요소가 등장

하지만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장르이고 두 번째는 ‘경

이’로 초자연 요소들이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어 새로운 법

칙이 요구되는 장르이다. 그는 환상이 기괴와 경이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는 장르라고 보고 실재와 가짜, 현실과 초현실에 대한 

애매함이 작품 끝까지 유지된다면 그것이 바로 환상이 된다고 했

다. 잭슨은 이런 환상이 경이와 모방사이의 존재하지 않는 변형

된 세계를 창조한다고 했다. 톨킨(J. R. R. Tolkein)은 이런 변

형된 세계를 토도로프의 망설임이 아닌  ‘환상’과 ‘경이’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로 정의 내리고 이를 다시 현실인 1차 세계에

서 일어나는 하위 환상과 독자적 시공간을 구축하는 2차 세계의 

상위 환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성공적인 환상을 내적 리얼리티

를 갖춘 2차 세계의 창조라고 보았고, 톨킨의 이런 이론을 조아

르스키(Kenneth J.Jahoriski)와 보이어(Robert H. Boyer)가 이어 

받아 리얼리티가 가미된 2차 세계의 성공적 상위 환상과 현실인 

1차 세계의 비합리적 변형과 재편성이 일어나는 하위 환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들은 모든 환상이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이

루어진다고 보았고 상위환상 역시 톨킨의 새로운 2차 세계로 표

현되기도 하며 때로는 1차 세계에서 혼용으로 나타난다고 보았

다.

오현화는 이런 분류 체계에 최기숙의 환상성 양상을 이용하여 

환상의 종류가 보여주는 역할과 목적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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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3)했다. 그 첫 번째 환상으로서 비현실은 요정, 유령 등의 외

부에서 오는 타자에 의한 환상으로 공포나 경이의 반응을 일으킨

다. 두 번째 탈현실로서의 환상은 욕망을 가시화 시키는 도피처

로 토도로프는 ‘나’의 주제의 변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세 번째 반현실로서의 환상은 현실 규범에 대한 위반

과 전복이 수행되는 곳으로 주로 타자들의 세상으로 묘사되며 마

지막 초현실로서의 환상은 톨킨이 이야기한 성공적인 2차 세계로 

유토피아를 제공한다. 이런 분류는 목적에 따라 복합적으로 등장

하며 작품의 메시지를 강화 시키는데, 지금까지 살펴 본 환상성

의 분류 기준과 대상을 토대로 그 역할과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환상성은 묘사 대상에 따라 상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다

양한 역할을 지닌 환상을 보여준다. 작품은 하나의 환상을 제공

하기도 하고 작품에 흐름에 맞게 여러 환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환상의 구분 묘사대상 환상의 역할 환상의 목적

비현실
대안적 2차 세계

공포와 경이 즐거움

초현실 2차 세계의 창조 대안제시

탈현실
변형된 1차 세계

욕망충족과 

현실도피
대리만족

반현실 위반과 전복 질서유지

표 1. 환상의 역할과 목적에 따른 분류

무엇보다 이런 환상들은 작품에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런 주제의 중심에는 환상적 존재들이 존재

하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적 공간에 존재하는 환상적 존재들 역시 

성(gender)과 종 같은 기존의 엄격한 경계 설정을 없애는 데 관

심을 둔다고 보았다. 그녀는 ‘정상적인’ 지각을 전복하고 보는 

3) 오현화, 『영상문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6 pp110-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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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사실주의적’ 방식을 무너뜨리려는 환상물의 시도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는 전복되고 동물, 식물, 광물 등의 종

의 구분 역시 흐려진다4)고 했다. 그리고 혼란 중심부에는 자아와 

타자의 두 범주가 존재하는데, 토도로프는 이것을 ‘나’의 주제

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 ‘타자’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의 주제는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그 

둘 사이의 분리로 인한 의식의 문제를 다룬다. 잭슨은 ‘나’의 

주제에서 이성적인 주체의 시각을 교란하는 거울, 유리잔, 초상

화, 눈 등이 등장하여 친숙한 세계를 낯선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했다. 특히 이 체계에 수집된 모든 주제들의 산출원리는 정신에

서 물질로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5), 나의 변신, 분신 또는 

인격의 다중화로 인한 다중자아로의 변형이 이를 극명하게 실현

한다. 민담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변신은 신성의 드러남을 시

사하며 인류의 태곳적 믿음과 환상을 즐기는 놀이본능이 깃들어 

있다. 해방과 자유와 환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리얼리티

로부터의 일탈을 염원하는 서사적 환상에 대한 욕망과도 일치한

다.6) 하지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

며 다양한 자아의 모습을 대변할 뿐이다.

두 번째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 ‘타자’의 주제는 욕망과 

무의식의 문제를 다루며 일반적으로 위반의 형식으로 욕망의 다

양한 모습을 다뤄준다. ‘타자’의 주제에 나타나는 ‘타자성’

은 이 세계, 즉 이 ‘실재’ 세계에 붕괴의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

을 위반하고 파괴하려는 것을 ‘악’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갖

는데 타자는 주체와의 차이와 친숙하고 잘 알려진 것을 교란시킬 

수 있는 힘 때문에 악으로 규정된다.7) 이렇게 타자는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며 나를 위협하거나 교란시키

4)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2001, p.70

5) 로즈메리 잭슨, 위의 책, p.71

6) 이상일, 『변신 이야기』, 밀알, 1994, p.54

7) 로즈메리 잭슨, 앞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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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잭슨은 전복으로서 환상 안에서는 이런 ‘타

자’의 영역에 두 종류의 신화가 있음을 시사했는데 하나는 그 

근원이 주체 내부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 외부에서 발

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타자의 주제는 그것이 관계가 자기 

발생적인지 아니면 주체에 대해 외부적인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제시된다. 또한 환상에서 인물은 현실의 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며 특히 잭슨은 고딕소설에서 근간한 

해골, 절단된 신체와 시체, 괴물들 등 환상적 주제나 서술 묘사

가 아닌 이미지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의문

을 제기하고 전복시키는 잭슨의 환상적 기능과도 관계가 있지만 

관습 속 신체를 넘어 확장 가능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도 한다.

Ⅲ.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특징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지금의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성장하

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환상의 이야기를 제

공해왔다. 1928년 미키마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증기선 윌리>는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으로 사운드가 줄 수 있는 실제적 요소들

을 동물 캐릭터의 환상성에 가미시켰고  이후 최초의 컬러 애니

메이션 <꽃과 나무(1932)>와 인간 캐릭터의 리얼리즘을 살린 극

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1937)>를 시작으

로 기술력과 작품성을 갖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왔다. 1950년대

에 넘어서면서 디즈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를 실제

의 공간에 재현시키는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산업에 진출했고 각

종 TV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사 및 엔터테인먼트의 인수를 통해 자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왔다. 이렇게 

문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즈니 스튜디오에게 

있어 애니메이션 장르는 가장 오랫동안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

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핵심 전략과 구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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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그 시발점이 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이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영화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MPAA8)가 영화제작규정(Production Code)을 채택

해 폭력성과 선정성을 검열하기 시작하고 1968년 등급분류위원회

가 연령별 영화등급제를 실행하면서 영화는 타깃에 맞는 제작체

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대 관객층이었던 중산층을 타깃

으로 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디즈니 역시 이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중산층의 가치를 교육적 주제로 삼고 이들

의 이상향을 이미지로 재현해내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그런 이유

로 디즈니는 시장성이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원작 각색이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각색은 당시 지배층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반

영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사회 제도와 검열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디즈니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으

로 인정되며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지지를 받는 애니메이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항상 승승장구 해왔던 것

은 아니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은 시대에 

맞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재미난 소

재의 창작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면서 디즈니의 착하고 예쁜 이야

기는 고리타분한 작품으로 전락해버렸다. 1989년부터 시작된 리

바이벌 클래식의 명성을 잇지 못하고 창작과 각색에서 한계를 드

러낸 이야기 진행이나 발전하지 못한 이미지 제공은 높아진 관객

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디즈니는 이후로 제작체계의 수많은 

변형과 시도를 통해서 재기를 위한 다양한 도전을 했고 결국 

2014년 <겨울왕국>이라는 성과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Ⅳ. <겨울왕국>에서 나타나는 환상성 분석

앞서 살펴 본 환상성의 이론을 배경으로 분석을 위한 틀을 크

게 공간과 인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공간 부분에서는 첫 

8) Motion Picture Association America 1922년 발족한 미 영화업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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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소명을 받은 주인공의 현실도피와 성장의 공간으로서 탈

현을, 두 번째로 주인공과 맞서는 타자의 위반과 전복의 공간으

로 반현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한 주인공이 현실 대안으로

서 제공하는 새로운 2차 세계로서의 초현실을 살펴 볼 수 있다. 

각각의 공간이 표현되는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작품을 통

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물 부

분에서는‘나’의 주제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와 주인공의 관계가 

분신, 변신 혹은 다중화 된 인격의 캐릭터 화를 통해 어떤 목적

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또 ‘너’의 주제를 

통해 드러나는 주인공의 욕망인 타자성은 작품 주제는 물론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중심 분석이 

되어줄 것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로

는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의 고전 장편디즈니 애

니메이션에서 나타난 환상성의 공포 문제를 다룬 고민정의 “디

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연구:장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9)”

가 존재하고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신체 변형이나 낯설게 하기

의 방법들에 치중해 어떤 이미지가 재현되었는가에 치중한 연구

가 많았고 대부분 그로테스크와 공포를 테마로 한 전복으로서 환

상성 표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타깃 관객층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혹

은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환상성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

지에 관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디즈니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환

상 공간과 캐릭터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메시지를 부각

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디즈니를 

다시금 정상 자리에 올린 <겨울왕국> 속에는 이전 디즈니의 실패

작과는 다르고 성공작에서는 변화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것

9) 고민정,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연구:장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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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 이유로 <겨울왕국>의 환상성 분석을 통해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환상성의 역할과 그것을 통해 가족

타깃의 애니메이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

다.

1. 공간

1) 현실도피와 성장의 공간으로서 탈현실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현실의 성을 버리고 

설산 속으로 숨어버린 엘사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겨울왕국을 만

들어 버린다. <라이온 킹>의 심바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해 숨어 들어간 숲에서 ‘하쿠나 마타타 Hakuna Matata’를 부

르며 탈현실의 공간을 미화시킨 것처럼 엘사는 ‘렛 잇 고 let 

it go'를 부르며 자신만의 궁전을 세운다.

그림 1. <겨울왕국>의 탈현실로서 엘사의 얼음궁전

억압되어 있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만들어낸 환상은 완

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은 엘사가 그토록 견디지 못했

던 고립을 더욱 강화시킨다. 기존의 관습과 규칙을 거부하면서 

충족시킨 욕망은 현실도피라는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인공의 

귀환을 재촉한다. 이렇게 디즈니는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

실과 괴리된 불완전한 탈현실을 제공함으로서 주인공이 소명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름답게 묘사되었지만 

불완전한 탈현실은 소명을 거부하고 규칙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메시지를 강화시킨다. 여기서 디즈니는 탈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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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장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게 주인공에게 조력자의 만남이

라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심바가 그의 조력자인 티몬, 품바를 만

났던 것처럼 엘사의 분신 안나는 이 공간을 여행하면서 크리스토

프와 스벤 그리고 올라프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주인공들이 영

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가 없는 협조를 약속한다.   

2) 위반과 전복의 공간으로 반현실

엘사의 욕망만 남은 현실 세계인 아렌델은 얼음으로 뒤덮여 영

원히 여름이 오지 않는 차가운 나라로 변해버린다. 여기서 주인

공이 사라진 후 아렌델을 지키는 한스는 주체의 타자성으로, 거

짓된 사랑을 이용해 아렌델의 왕이 되려하는 인물이며 그가 지켜

내고 있는 왕궁은 눈으로 뒤덮여있다. 또한 엘사가 성장 없이 아

렌델에 귀환했을 때 눈보라와 추위는 더욱 심해져 모든 것이 얼

어붙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림 2. <겨울왕국>의 반현실로서 아렌델

그러나 이 환상은 두 주체가 사랑을 깨닫고 독립적으로 한스라

는 타자성을 물리칠 때 여름과 겨울의 공존이라는 초현실을 불러

오면서 위반의 전복을 보여준다. 이렇게 반현실은 환상의 가장 

실용적인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기존 이데올로기를 비판

하지만 반대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디즈니는 이 반현실을 주인공이 사라지고 적대자가 남아 지배하

는 위반된 공간으로 묘사하며 마지막 주인공의 전복을 통해 자신

들의 메시지를 강화시키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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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 대안으로서 초현실

아름답지만 고립이라는 방식으로 닫혀있던 아렌델은 엘사와 안나

의 성장으로 다시 여름을 되찾게 된다.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

을 보여준 안나와 그 사랑을 깨달은 엘사는 마법을 조정할 수 있

게 되는데, 여기서 양립할 수 없었던 겨울과 여름이 공존하면서 

초현실의 환상이 제공된다. 안나는 따뜻한 날씨 속에서 크리스토

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엘사는 진정한 왕이 되어 사람들에게 

스케이트장을 선물한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조화롭게 자리 잡

으면서 아렌델은 여름과 겨울이 함께 하는 즐거운 환상의 세계가 

된다. 

그림 3. <겨울왕국>의 초현실로서 유토피아

이런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을 의

미하는데, 디즈니가 현실 대안으로서 초현실 환상을 제공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개인의 개성을 누리기보다는 모두가 

공존하는 가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물

1) ‘나’의 주제로서 변신과 분신

디즈니의 주인공은 항상 모험을 통해 영웅으로 성장하면서 시

대의 인물이 갖춰야 하는 도덕적 담론을 전달해 왔다. 주인공의 

성장은 모험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겨울왕국>에서는 엘

사가 겨울왕국을 세우고 안나가 이 겨울 속을 여행하면서 ‘나’

의 주제를 보여주는 변신과 분신의 환상성이 제공된다. 

엘사의 눈의 여왕으로의 변신은 현실에서 억압받아온 욕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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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표출로 볼 수 있다. 겨울을 만들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유년기 동생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저주받은 마

법으로 묘사된다. 숨겨져 있던 이 욕망이 의도치 않은 계기로 각

성되면서 자신만의 환상으로 도피한 엘사는 얼음 성을 만들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눈의 여왕으로 변신한다. ‘나’의 욕망을 표출

하는 변신은 현실의 나와 대조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목깃을 

채우고 장갑까지 끼워야 했던 억압된 현실의 답답함과 달리 어깨

를 드러내고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미를 보여

준다.

그림 4. <겨울왕국> 엘사의 변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엘사는 모든 걸 숨

긴 중성적 이미지로 묘사되다가 소명을 거부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인 여성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유

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현실도피를 통해 얻은 것으로 여름이 되

면 금방 녹아 없어지는 얼음성과 같은 잘못된 성장을 의미한다. 

엘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를 

더 고립시키는 아이러니를 불러오게 된다. 디즈니는 엘사의 변신

을 통해 올바른 성장과 방향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희

생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사랑과 그것을 통한 가족의 완성 없

이는 미래가 없는 고독뿐인 것이다. 그녀의 변신을 통한 환상은 

얼음성에서는 괴물을 만들어내지만 아렌델에서는 사람들을 위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내며 완성된 공간을 제시한다.

변신만큼 환상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

왕국>에는 ‘나’의 주제를 전달하는 분신 모티브가 존재한다. 

환상을 통해 등장하는 분신은 ‘나’의 욕망을 표출하거나 억제



120

하는 또 하나의 ‘나’로 묘사될 수 있는데 엘사의 자유와 안나

의 독립에 대한 욕망이 서로를 통해 표현된다. 특히 <겨울왕국>

의 두 히로인은 각자의 성장이 하나로 완결되는 분신의 역할로 

가족의 완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꿈꾸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들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배타와 개방이라는 극단으로 대립된다. 

조화되지 못하는 인물들은 서로 대치되면서 사건을 만들고 성장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겨울왕국>은 이런 안나와 엘사의 분

신으로서의 환상을 거울처럼 비추는 연출로 제공한다. 

 

그림 5. <겨울왕국> 엘사와 안나의 거울구조 

잭슨이 언급한 ‘나’의 이성적 시각을 교란하는 거울로서 분

신은 서로를 회피할 때 성장의 제약을 받게 된다. 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결혼이라는 도피처를 찾은 안나의 사랑은 후에 거짓

된 사랑으로 탄로 나게 되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의 욕망을 채

우기 위해 도피한 엘사의 겨울왕국은 강압적 회귀라는 결과를 불

러들인다. 특히 안나의 엘사에 대한 반발은 가부장적 권위에 대

한 반발로,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은 항상 부정적 결

말과 연관된다. 이렇게 디즈니는 주체의 성장과정에 다양한 환상

을 제공하면서 전통적 관습의 순응과 가족 완성이라는 이데올로

기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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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다중화를 통해 등장하는 캐릭터

환상성은 앞서 살펴본 변신과 분신을 통한 ‘나’의 주제 전달 

외에 인격의 다중화를 통한 주제 전달도 가능한데 디즈니는 이것

을 이용해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킨다. 특히 ‘나’의 주제를 

다루는 캐릭터들은 주체의 욕망을 표출하면서도 그 주체가 성장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전달해 주는데 이 중 친숙한 세계를 낯선 

것으로 변형시키는 환상성을 가진 캐릭터를 <겨울왕국>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올라프는 안나와 엘사가 유년시절 함께 만들었던 눈사람으로, 

가족으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그들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이다. 그

는 현실의 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환상으로

서 특히 잭슨이 고딕소설에서 찾아낸 절단된 신체를 이용한 환상

적 이미지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올라프의 이런 신

체적 변형은 고딕소설이 가지고 있던 공포와 경이를 통한 전복으

로서의 환상과는 달리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며 거짓된 사랑을 전

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특

성과 어린이 관객을 고려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목적에 의해 

다르게 활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올라프는 엘사의 다중화 된 

인격 중 하나로 눈사람이면서 오히려 여름을 동경하는 아이러니

로 차가움 속에 갇혀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안나를 위해서라

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려준다. 이렇게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적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올

라프는 분리, 합체되는 신체적 전복을 통해 재미와 쾌의 환상성

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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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겨울왕국> 올라프의 신체 표현

다음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환상 캐릭터는 트롤이다. 크리스토프

의 가족이자 안나의 마법을 처음 치료해줬던 캐릭터 트롤은 돌로 

위장한 숲속의 요정 혹은 도깨비로 표현된다. 주변의 돌들이 언

제나 트롤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현실을 환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존재들은 임자가 있다는 안나를 지속적으로 크리스토프와 인

연 맺으려 하고 약속은 언제나 변한다며 기존 도덕적 담론을 깨

는 욕망을 표현한다. 

그림 7. <겨울왕국> 요정 혹은 도깨비의 환상으로 트롤

트롤이 중요한 캐릭터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메시지

를 전달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마법

을 푸는 방법으로 디즈니의 전형적인 공식인 진실한 사랑의 키스

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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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데올로기의 강화로서의 타자성과 시대적 탄력성

<인어공주>의 우슬라, <알라딘>의 자파, <라이온 킹>의 스카와 

같이 성격은 물론 표현되는 이미지에서부터 디즈니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성을 지향해 왔지만 <겨울왕국>에서는 타자성에 애매

함을 더해 반전으로 이용한다.

첫 등장에서 한스는 신사적이고 친절하며 잘생긴 외모를 가진 

전형적인 디즈니의 백마 탄 왕자님으로서 환상을 보여준다. 하지

만 극 후반에 왕궁을 차지하려는 한스의 목적이 드러나면서 진정

한 가족 구성을 깨트리는 반이데올로기적 타자성이 표출된다. 한

스는 엘사와 안나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타자이지만 그의 욕망은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 엘사의 욕망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

은 안나의 욕망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두 주인공의 공통된 위

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 주체와의 차이가 한스를 악으로 규정시

키는데, 잭슨의 주장처럼 이런 악의 전복을 통해 디즈니는 전달

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한스가 크리스토프의 

‘진정한 사랑’으로 전복되지 않고 엘사와 안나의 사랑으로 전

복되는 과정은 두 히로인의 타자성을 모두 축출시킴으로써 진정

한 가족의 완성이라는 디즈니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또한 

백마 탄 왕자님이라는 환상으로 제공되었던 한스가 전복되어야 

하는 위반의 타자성으로 묘사된 것은 기존의 디즈니가 지향했던 

남성위주의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

나 남성에게 구원받았던 기존의 여성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두 여성 영웅의 묘사는 시대적 탄력성을 가미한 

디즈니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환상성은 토도로프에 의해 정의되면서 문학의 특정 장르로 인

정되었으며 잭슨은 사회적 역할과 의미로서 전복으로의 환상성을 

강조했다. 흄은 잭슨의 전복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로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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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현실을 모방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상의 효과를 분류했다. 톨킨, 조아르스

키, 보이어는 이것을 상위환상과 하위환상으로 나누어 묘사 대상

과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환상의 종류를 이야기했고 오현

화는 이를 환상의 역할에 접목시켰다. 이런 환상성은 애니메이션

을 통해 제공되면서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와 요소들을 

전달하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통해 그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겨울왕국>에서는 주인공의 성장여정에 따라 다양한 환상을 제

공하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환상은 주인공이 현실을 떠나 모험을 통해 만나게 되는 공간으로 

현실 도피와 욕망 충족의 탈현실이다. 이 공간은 인물의 깨달음

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공간으로 묘사되며 대체적으로 아

름답게 표현되는데, 재미를 주기 위해 때로는 공포와 경이의 비

현실적 요소를 가미시키기도 한다. 두 번째는 반현실의 공간으로 

주인공의 부재와 타자의 지배로 이루어진 반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는 처음 제공되는 현실이나 마지막의 대안적 2차 세

계인 초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마지막에 주인공이 

제공하는 초현실을 통해 전복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초현실은 성장한 주인공이 제공하는 

2차 세계의 창조로 디즈니가 항상 제공해왔던 해피엔딩을 완성시

키는 유토피아로 묘사된다.

또한 <겨울왕국>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 환상의 존재들

을 제공하는데, 이는 크게 ‘나’의 주제군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너’의 주제군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나’의 주제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욕망을 표출하고 시각적 환

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인물을 묘사하며, 나의 변신과 분신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한다. 또한 

주인공의 다중화 된 인격을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분화시켜 재미

를 주는데, 특히 인간이 아닌 다른 매개체의 의인화와 전복된 신

체적 표현은 관객에게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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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한다. ‘너’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을 지닌 인물은 주

인공의 성장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위반된 행동이 종국에 

성장한 주체에 의해 전복되면서 사라지는데, 이때 전복의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 

환상성들은 작품 안에서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

것은 희생을 통한 진실한 사랑의 증명과 이를 통해 이루어낸 가

족의 완성이었다. 이 메시지는 디즈니가 만들어내는 환상성을 통

해 강화될 수 있었는데, 먼저 제공되는 공간을 살펴보면 주인공

의 욕망을 표출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탈현실은 무너지고 위험에 

처한 반현실로 돌아와 대안으로서 유토피아인 초현실을 완성한

다. 이때 탈현실은 아름답지만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반현실은 욕망의 표출인 타자가 지배하는 전복되어야 

할 요소로 표현되고 마지막으로 초현실은 가족이 완성되는 완전

한 공간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물들은 이 초현실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주인공의 다중화 된 인격은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가족완성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며 메시지를 강화

시키고 적대자나 방해자로 가족보다는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자는 마지막에 항상 전복되면서 없어져야 할 요소로 묘사된다. 

여기서 전복의 방법은 언제나 개인보다 전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가족애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하는 주인공의 모습

을 보여주면서 진실한 사랑의 희생을 보여준다. 이것은 타깃 관

객층인 가족 관객층의 가치를 교육적 주제로 삼고 이들의 이상향

을 이미지로 재현해냈던 디즈니의 초창기 작품 제작의도를 지금

까지 반영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수동적이던 여성을 문제해결의 독립적 주체로 변형시키며 시대적 

탄력성을 고려한 변화까지 반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디즈니는 자신들의 타깃 관객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꾸준히 전달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

는 탄력적 환상성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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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ntasy of Disney animation  <Frozen>

Lee Hye-Won, Kim Min-Jung

Cultural Content industries based on imagination and creativity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the animation high value-added 

industry is still spotlighted. Among them, Disney Studios make money 

through using their professional skills. There are the know-how has 

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there are timeless strategy. This 

study is analyzing <Frozen> by fantasy elements for knowing the 

messages of Disney animation. Fantasy defined as genre of literature 

by Todorov and Jackson emphasized its social role and significance. 

Hume expanded the area of fantasy and Tolkein Jahoriski and Boyer 
classified the fantasy according to the purpose . Through the 

analyzing Disney animation <Frozen>, Disney's fantasy show the 

specific expression depending on the target. Disney is based on the 

three types of fantasy depending on the growth of the journey. The 

first area is composed of the main character's growth and satisfy 

the desire and escapism, The second is the word of antagonist who 

opposed to reality and break the rules of the dominant ideology. The 

last area is the utopia provided after hero beat the antagonist. 

Disney characters give the messages by using the fantasy like the 

transformation or alter ego. That show the subject of the main 

character's growth and the supporting characters as the expression 

of the multiple personality of main. These emphasize the hero's 

growth and give the fun. Also, in the subject of the otherness, the 

hero always destroy the evil who broke the rules of reality. In this 

way, the fantasy offered by Disney give the messages of sacrifice 

and family from true love. Disney has the support of their target 

audiences continue to be able to convey ideology.

Key words : Animation, Disney, Fantasy,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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