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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역할변화 연출에 내재된 시각적 대위법1)

-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 

디지털 칼라스크립트의 조명디자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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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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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동

초 록

2010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3D애니메이션<토이스토리3>의 등장인

물들은  영웅과 악당, 공주, 조력자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순하고 전형적인 역할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캐릭터가 맡은 극중의 역할이 최종적으로 관객들에게 인지될 때까지의 

과정은 매우 다채롭고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어 관객들의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킨다. 

<토이스토리3>캐릭터들의 다양한 역할변화의 흐름은 ‘조명디자인의 시각적 리듬’을 통해 표현

되는데 디지털 칼라스크립트 단계에서 그 같은 리듬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주요캐릭터의 역할변화를 관객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프롭의 민

담캐릭터 분석이론을 바탕으로 작품 속의 캐릭터 역할변화를 분석해보고  캐릭터별로 유추, 의

혹, 수행, 강화로 이어지는 핵심적 장면을 선별하였다. 각 캐릭터의 4개의 핵심장면이 보여주

는 조명디자인의 시각적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한 결과 한명의 캐릭터가 가지는 변화

는 순차적으로 리드미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고 있었고 추가로 각각 독립된 캐릭터들의 리듬

도 마치 다성 음악의 성부처럼 서로 시각적 대조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연구

자는 이를 ‘캐릭터변화의 시각적 대위법'이라 칭하고 장편애니메이션<토이스토리3>속의 캐릭

터연출에는 2중의 시각적 대위법이 숨겨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더불어 이 같은 구성적 미

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을 제안한다. 

주제어 : 시각적 대위법, 토이스토리3, 캐릭터, 디지털 칼라스크립트, 프롭, 3D애니메이션, 

디지털 라이팅 디자인 

1)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성적우수 장학금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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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단편애니메이션으로 국제영화제에서 큰 상을 수상하는 등 연출

력을 인정받은 작가라고 하더라도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에 도전

해 다소 긴 호흡의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

가 다수 존재한다. 흥행이 작품의 질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대중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면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야

기를 조화롭게 풀어 나갈 필요가 있는 상업적인 장편애니메이션

을 연출한다는 것은 결코 녹녹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중에 캐릭

터는 더욱더 직관적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관객들은 캐릭터 연출

이 조금만 잘못 되어도 캐릭터가 어색하다거나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0년 픽사에서 제

작된 <토이스토리3>의 주요캐릭터들은 각각의 캐릭터가 입체적으

로 묘사되어 있고 캐릭터 간의 관계 또한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연출되어 있다. 이러한 조화는 다층적인 의미망을 구축하여 어린

이관객과 성인관객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이후 대중적인 가

족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데 있어 롤 모델이 될 만하다.

본 논문은 장편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3>의 디지털 칼라스크립

트를 대상으로 캐릭터연출의 흐름과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 해보고 캐릭터의 리듬을 음악적으로 분

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차후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에 적용 될 만한 

효과적인 패턴과 미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 <토이스토리3>는 2010년 리 언크리

치Lee Unkrich 감독이 연출을 맡고 픽사에서 제작한 3D장편애니

메이션이다. 83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장편애니메이션작품상’

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10억불이상의 누적수익을 낸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미스 리틀 선 샤인(2006)>의 각본을 썼던 마

이클 안트Michael Arndt가 이 애니메이션의 메인각본을 맡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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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스토리3>의 스토리와 캐릭터는 한 사람의 창작품이라기보다

는 <토이스토리>의 원저작자인 존 라세터를 비롯한 픽사 주요제

작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된 집단창작품에 가깝다.1) 시나리오의 미흡한 부분은 초기 

시각화 단계인 스토리보드와 칼라스크립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보완 가공되어졌으며 시나리오 작업과 스토리보드작업

에만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2) 

<토이스토리3>의 캐릭터 역할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선 

민담분석가 프롭의 캐릭터활동범주이론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다채로운 역할변화의 흐름을 찾아내

고 관객들이 캐릭터의 역할을 어떤 과정을 거쳐 인지하는지 그래

프로 시각화 하려고 한다. 이어 그래프 속의 각각 캐릭터들의 인

지변화의 흐름을 비교분석 할 것이며 특히 캐릭터 간의 리듬을 

조화롭게 연출하는 방법으로 화성학이나 대위법 같은 음악적인 

문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대

상 중에서도 <토이스토리3>칼라스크립트의 조명디자인을 중심으

로 작품의 캐릭터연출을 분석할 것이다. 칼라스크립트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그 단계가 애니메이션제작의 각 단계 중

에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역할을 수

행하는지’ 과정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

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토이스토리> 이전 시리즈의 칼라스크립

트는 파스텔을 사용한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지만 <토이스토리3>의 

칼라스크립트는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칼라

스크립트를 그린 라이팅과 칼라 아트디렉터 다이스 투쑤미Dice 

Tsutsumi는 디지털작업에 매우 굵은 스트로크broad strokes의 브

러시 툴을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3) 이 같은 방식은 인상주의

1) 예를 들어 버즈가 첫 번째 초기화가 되어 감옥의 간수역할을 하는 것은 존 라

세터의 아이디어이고 두 번째 초기화가 되어 ‘스페니쉬 버즈’로 변하는 아

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 회의 중 농담처럼 던져진 말에서 비롯된 것이

다.(Charles Solomon, Toystory Films_an animated journey, Disney 

Editions, 2012.p.152.)

2) IMDb, 검색어:Toy Story -Trivia, www.IMDb.com,2014.04.20

3) Charles Solomon, John Lasseter, The Art of Toy Story 3, Chronic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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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이스토리3>의 디지털 칼라스크립트의 일부 

작가들의 당시 최신 발명품이었던 평붓(납작붓)을 이용해 이전시

대의 화가들보다 더 빠르게 풍경의 인상을 표현했던 것과 같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토리를 시각화할 수 있다.

연출자는 칼라스크립트를 통해 극의 전체적인 맥락과 리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고 이후 3D애

니메이션프로덕션의 거의 모든 공정의 작업 기준을 마련한다. 특

히 칼라스크립트 속의 조명디자인의 영향력은 시각화의 마무리작

업에 해당하는 디지털 라이팅Digital lighting과 디지털 후보정 

Digital  Intermediate 작업까지 이어진다. 

주요선행연구로는 <토이스토리3>의 구조적인 몰입요인을 분석

한 신형호,김준교의 논문과 프롭의 이론과 MBTI를 활용하여 <토

이스토리1,2>의 캐릭터역할유형을 분석한 이병계의 논문, 역시 

프롭의 이론을 바탕으로 픽사의 작품들 속의 캐릭터를 분석한 오

시룡,석혜정의 논문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보조캐릭터의 역할유

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백봄풀,이석호의 논문 등이 있다. 본 연

구는 캐릭터의 역할과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

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캐릭터의 변화와 동적인 리듬을 중심으

로 다루고 있으며 음악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성부를 구성하는 방

법, 그 중에서도 엄격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대위법을 차용하여 

캐릭터 연출미학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논

문들과 차별화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상업적인 가족영화의 

전형적인 캐릭터아크4)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24p.

4) 극중 인물은 성장과 발전을 포함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관객들은 캐릭터의 진

전을 통해 영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러한 캐릭터의 진전은 변화아크

transformational arc 또는 캐릭터아크character arc라고 부른다.(린다 카우

길, 『시나리오구조의 비밀』, 이문원 역, 시공사, 2003, 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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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다양한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장르의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모두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Ⅱ.<토이스토리3>의 캐릭터 역할변화 분석과 시각적대위법

1. 캐릭터의 역할변화 분석

  주인 앤디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탁아소로 가게 된 카우보

이 장난감 우디와 친구들이 탁아소의 독재자 라쏘에게서 벗어나

기 위해 대탈주극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담은 <토이스토리3>는 장

난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현대적인 판타지 작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인물들은 민담속의 영웅, 악인, 조력

자, 공주 등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역할들을 재현하고 있다. 안타

고니스트antagonist의 비관적 세계관은 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

며 그 세계관이 극중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것을 좋

아한다는 각본가인 마이클 안트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 속 캐릭터

들의 전형성은 연출진에 의해‘의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5) 이 같은 전형성 때문에 <토이스토리3>캐릭터들

은 러시아 민담분석가 프롭propp이 제안하고 있는 캐릭터 활동범

주이론에 의해 쉽게 분석 되어질 수 있다.

 『민담형태론』이란 책 속에서 100여 편의 러시아민담을 분석

하고  31개의 내러티브 기능으로 서사의 구조를 정리했던 민담연

구가 프롭propp은 캐릭터가 맡고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7개의 캐

릭터 활동범주를 설정하고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그 범주 속

에 대입하려고 시도하였다.6) 7개의 활동범주는 증여자The donor, 

조력자The (magical) helper , 영웅(희생자영웅과 탐색자영

5) <토이스토리3>의 테스트 스크리닝을 했던 관객들은 악당 라쏘가 마지막 소각

장 장면에서 다른 장난감들을 구해주고 갱생의 기회를 얻기를 원했다. 하지만 

감독과 그의 연출팀은 관객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라쏘가 악당일 수밖에 없

는 뒷이야기를 보강하여 관객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Charles 

Solomon, Toystory Films_an animated journey, Disney Editions, 

2012.p.160.)

6) wikipedia, 검색어:propp 

( http://en.wikipedia.org/wiki/Vladimir_Propp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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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The hero or victim/seeker hero, 가짜영웅The false hero, 

악인The villain, 발송자The dispatcher, 공주The princess or 

prize and her father로 나누어지는데  프롭의 분석은 단순하면

서도 명쾌하여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애니메이션캐릭터를 분석하

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연구자 역시 프롭의 캐릭터활동범

주이론을 적용하여 <토이스토리3>의 캐릭터의 역할변화표를 만들

어 보았는데 ‘역할’ 자체보다는 ‘역할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과 초기화된 버즈를 ‘가짜영웅’으로 설정한 점 등

이 선행연구들과 다르다. 편의상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은 파란

색, 적대적인 입장은 붉은 색, 기타는 회색으로 표현하였다. 중

간에 걸쳐가는 역할은 하얀 마름모꼴◇로 표시하였고 최종적인 

역할은 검은 마름모꼴◆로 표시하고 캐릭터의 역할이 이동할 경

우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밀도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기존 프롭의 방법론을 이용한 

분류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으로 해당 캐릭터가 

하나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다가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우

디,앤디)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 반대의 경우(전화장난

감)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사용하였다.7) 

표 1. <토이스토리3>의 프로타고니트스 역할변화

‘우디’의 경우 프롭의 캐릭터 활동범주 상으로는 '영웅'의 모

습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작품 속에서는 우디의 충성스럽고 

7) 이 같은 분석방법은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의 저자 앤드루 호튼의 

캐릭터카니발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161

올곧은 성격이 다소 고지식하고 꽉 막혀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려져 있다가 극의 후반에 가서는 그의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

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변화를 보인다.‘버즈’는 영웅의 범

주에서 가짜영웅의 범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영웅의 범주로 돌아

온다. ‘초기화된 버즈’가 ‘가짜영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가짜영웅’은 내러티브 속에서 영웅의 정

체성에 대한 고민을 유발하고 결국 영웅의 진짜 자아를 찾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시와 앤디 장난감들도 극중에서 한번 

씩 역할이 변한다.

표 2. <토이스토리3>의 안타고니트스 역할변화

안타고니스트 라쏘는 이 작품의 주요인물로 관객들이 그를 악

당으로 인지하는 과정은 완만하고 단단하게 형성된다. 잠깐 조력

자처럼 보였던 빅베이비와 캔은 악인의 역할을 행하다 극의 후반

부 다시 조력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진정한 안타고니스트는 라쏘 

혼자뿐이다. 전화장난감은 우디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후반부에 라쏘의 협박에 못 이겨 끝까지 조력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기타인물로 분류되는 보니의 장난감들은 나중에 문제해결의 핵

이 되는 데이지이름표를 우디에게 증여한다. 장난감들의 주인인 

앤디는 사소한 실수로 장난감들을 탁아소로 보내고 후회를 하는 

인물이지만 결국 장난감들을 보니에게 보내줌으로써 영웅발송자

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앤디의 엄마는 영웅발송자 역할을 

하며 보니는 특별히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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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토이스토리3>의 기타인물들 역할변화

프롭의 캐릭터활동범주 이론 속에 <토이스토리3>의 캐릭터들을 

대입해보면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캐릭터가 하나의 범

주에 머물러있지 않고 2,3개의 서로 다른 역할범주로 이동하고 

있다. 본질은 단순하나 과정은 복잡한 캐릭터들의 역할변화를 시

각화하기 위해 픽사의 아티스트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의식적’인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캐릭터들은 결국 하

나의 역할로 귀결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관객들에게 인지되

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 연출이 이루어진

다면 관객들은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인가? 역할이 바뀔 때마다 캐릭터의 

표정을 바꿀 것인가? 형태(실루엣)를 바꿀 것 인가? 색을 바꿀 

것 인가? 의상을 바꿀 것 인가?

<토이스토리3>의 제작진은 캐릭터의 역할변화를 표현하는 주요

셔레이드8)로 ‘대조적인 조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빛과 어

둠의 대비를 이용한 조명연출은 인물의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지와 무지에 대한 알기 쉬운 상징으로 대다수의 문화권에 보편적

으로 쓰이고 있다. 조명의 변화는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를 모

두 포함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색상보다는 명도가 캐릭터 역할 변

화의 표현수단으로 더 우세하게 쓰이고 있다. 극중의 악으로 묘

사되는 라쏘의 기본색은 ‘보라색’으로 색만으로 캐릭터의 역할

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라쏘가 영화의 초반 자신의 정체를 숨기

고 있을 때는 따뜻한 조명 속에 ‘밝게’ 표현되어 관객들의 잘

8) 원래 제스처 게임을 뜻하는 말이지만 영화용어로 사용되면서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 인물의 심리나 극의 주제 등 직접 보여주기가 힘든 추상적인 요소를 효

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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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추론을 유도하였다가 영화중반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는 차가운 조명 속에 ‘어둡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조

명을 대조시키면서 악인의 캐릭터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9)

<토이스토리3>의 캐릭터변화연출에 다른 조형요소들보다 조명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된다. 첫 번째

는 전작과의 연속성이다. 프랜차이즈 영화의 특성상 캐릭터들의 

색과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머천

다이징 산업과도 연관이 있다. 조명을 통한 연출은 캐릭터의 색

과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제작환경이 계속 발전하면서 정교하고 세밀

하게 빛과 어둠을 제어하여 캐릭터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1990년대의 장편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수

작업시대의 셀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 역할변화를 표현함에 

있어 조명변화보다는 형태변화와 색변화 대한 의존도가 높았

다.10) 형태와 색의 변화는 좀 더 직관적으로 캐릭터변화를 이해

시킨다는( 특히 저 연령의 독자들에게) 장점도 있지만 캐릭터의 

키칼라를 설정해놓고 많은 인력이 그것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셀 애니메이션의 제작공정 특성상 캐릭터의 색이 시시각

각으로 변하는 동적인 조명연출은 매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했을 것이다. 3D애니메이션의 디지털기술은 ‘조명’

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캐릭터변화를 연출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토이스토리3>가 상영될 때 함께 상영되었던 픽사

의 단편애니메이션 <낮과 밤Day&Night(2010)>은 낮 조명과 밤 조

9) 역할변화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색채미학은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애니메이션 실용색채학>에서는 <토이스토리

1>을 언급하며 낮은 채도를 사용한 어두운 부분의 색상과 채도가 높고 밝은 

색상을 보색 배치하여 분위기 연출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본다. (김재웅, 애니

메이션 실용색채학, 서울애니메이션센터, 2002.p18)

10) 디즈니는 1991년에 <미녀와 야수>, 92년에 <알라딘>, 94년에 <라이언 킹>을 

내놓는데 예를 들어 <알라딘>의 경우 악인역할을 맡고 있는 '자파'는 자신의 

본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에 조금 더 어두운 색과 조금 더 날카로운 인

상을 가진 모습으로 변신한다. 캐릭터의 색과 실루엣이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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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서로 다투다 화해하는 내용으로 이 같은 '조명'의 위상을 

반영한다.

2. 캐릭터의 역할변화 인지과정 분석

일반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영화의 초반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를 받고 나면 캐릭터가 극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유

추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의 말미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토이스토리3> 같은 노련한 대중영화들은 주어진 캐릭

터가 아무리 전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이 관객들에게 제시

되는 과정은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출자는 스토리를 전개

해나가면서 캐릭터의 역할을 숨기거나 속일수도 있고 중간에 캐

릭터의 역할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토이스토리3>의 

캐릭터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역할'만을 분석하는 

것에서 한 단계 깊게 들어가 관객들이 하나의 캐릭터를 최종적으

로 하나의 역할로 인지하는 '역할변화의 과정'을 분석할 필요성

이 생긴다. 캐릭터의‘역할’만을 중심으로 시각요소를 분석한다

면 캐릭터를 ‘정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

다. ‘영웅역할 캐릭터는 강한 대조와 명료성이 강조되는 높은 

장명도를 통해 밝게 조명되고 악당역할 캐릭터는 암울하고 무서

운 느낌의 낮은 장명도를 통해 어둡게 조명 된다’라는 식의 일

반화된 공식을 만들어낸다면 어두침침한 조명 속에서 비장하게 

영웅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영웅성을 표출하는 우디의 탁

아소 침투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캐릭터의 역할변화 시각

화에 관한 분석은 반드시 캐릭터가 이야기 맥락 속에서 ‘동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핵심장면들 간의 비교를 통해야만 명확

히 인지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한다. 닐 D.힉스는 『헐리우드 

영화 각본술』이란 책을 통해 관객들이 영화의 3막 구조를 인지

하는 과정을 유인, 기대, 만족 단계로 설명한다.11) 관객들에게 

11) 닐 D 힉스, 이일범, 『헐리우드 영화 각본술』,신아사, 2002.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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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는 위의 분석을 참조하며  특정 캐릭터역할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지되는 과정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순차적인 도식을 만들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1.유추단계 2.의혹단계 3.수행단계 4.강화단계

설명

캐릭터 역할에 

관한 유추가 이

루어지는 단계

캐릭터가 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위기단계

본성을 드러내

어 극중에서 

맡은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

는 단계

수행의 단계를 지

나 관객들이 캐릭

터역할에 대한 확

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

표 4. 캐릭터역할변화를 인지하는 4단계 과정

‘유추단계’는 캐릭터의 껍질이 벗겨지기 전의 단계이다. 이 단

계는 수용자가 캐릭터 역할에 대한 질문을 품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성장하는 플롯의 캐릭터라면 결핍상태가 표현되어 수행 

장면이나 강화장면과 대조적인 쌍을 이룬다.‘의혹단계’에서 등

장인물은 납득할만한 이유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받거나 

유혹 당한다. 또는 스스로 역할에 회의를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

기도 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극중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 

‘수행단계’는 캐릭터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가 맡은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단계이다. 영웅

이면 영웅적 행동을 하고 조력자는 영웅을 도와주며 적대자는 사

악한 행동을 한다.‘강화단계’는 처음 유추장면에서 품었던 질

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단계이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지켜본 인물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혹은 역할을 확실히 

성취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등을 결론 내린다.

이 같은 '역할인지의 4단계'는 관객들의 흥미를 지속시키는데 

효과적인데 <토이스토리3>의 주요캐릭터연출에 위의 단계들이 명

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칼라스크립트

에서 각각 단계별로 핵심적인 장면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12) 

12) 칼라스크립트를 통해 장면을 추려내지만 최종장면이 더 설명에 적합할 경우

는 영화를 캡처 화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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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최종역할이 ‘영웅’인 우디

변화 비영웅(아직 영웅이 아닌 상태) > 영웅

과정 1.유추 2.의혹 3.수행 4.강화

장면 써니사이드에서 

우디와 친구들

이 의견충돌로 

헤어지는 장

면13)

새로운 집에서 

보니가 우디와 

신나게 놀아주

는 장면

친구들을 구출

하기 위해 다시 

써 니 사이 드 로 

잠입하는 장면

푸른 커튼 속에

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

받는 장면

표 5. 우디의 4단계 핵심인지장면

우디가 극중에서 맡은 역할은 영웅hero이다. 기차폭파장면과 

앤디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 등 영화 초반에 우디의 역할과 성격

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우디의 진짜

‘유추장면’은 우디가 대학으로 떠나는 주인 곁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 삶을 찾아갈 것인가를 놓고  다른 장난감들과 대립 한 

후에 탁아소를 떠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앞의 장면들보다 우

디 캐릭터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게 

되는 뒤쪽의 핵심장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난감들은 창문의 빛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밝은 곳에 서있고 우

디 혼자만 방의 어두운 위치에 서 있는 절묘한 레이아웃은 우디

가 장난감들의 리더로써의 위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관객들은 유추장면을 통해 영웅에게 연민을 느끼

며 그 영웅이 언젠가는 자기 몫을 해낼 것이라는 유추를 하게 된

다. 우디의‘의혹장면’은 우디가 보니집에서  행복을 느끼는 장

면이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중시하는 우디는 탁아소 직원 딸 보

니의 사랑을 받으며 잠시나마 안주의 유혹을 느낀다. 이를 보는 

관객들은 우디가 영웅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의

혹을 품게 된다. 의혹장면을 잘 연출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필

13) 이후의 칼라스크립트는 모두 Charles Solomon,John Lasseter, The Art of 
Toy Story 3, Chronicle ,201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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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우디가 다른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원인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수행장면’은 우디가 써니사이드로 돌아오는 장면

이다. 우디는 개인의 행복으로 뒤로 한 채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

해 다시 고아원으로 향한다. 재미있는 것은 우디가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보니집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침침한 탁아소의 터널처럼 비

밀스러운 통로를 거쳐 친구들을 구하러 간다는 것이다. 어두운 

터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과의례의 시각적 비유로 자주 사

용된다. ‘강화장면’은 돌아온 우디가 친구들의 환대를 받으며 

파란커튼 앞에서 작전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은은하게 빛나는 푸

른 역광은 리더의 지위를 다시 획득한 우디의 상태를 표현하는 

디테일한 장치이다.14)

역할 최종역할이 ‘악인’인 라쏘

변화 조력자 > 악인

과정 1.유추장면 2.의혹장면 3.수행장면 4.강화장면

장면 앤디의 장난감

들을 반갑게 맞

이하며 써니사

이드를 소개하

는 장면

켄일당에게 잡

혀있던 버즈를 

풀어주며 포섭

하는 장면

앤디장난감들을 

모두 가두고 독

재자처럼 행동

하는 장면

소각장에서 자

신을 구해준 앤

디 장난 감들 을 

배신하는 장면

표 6. 라쏘의 4단계 핵심인지장면

라쏘가 극중에서 맡은 역할은 악인The villain이다. 관객들이 

라쏘의 극중 역할을 유추할 수 있는 ‘유추장면’은 라쏘가 탁아

소에서 우디와 친구들을 환영하는 장면이다. 딸기향이 나는 보라

색 곰 라쏘는 이 이야기속의 절대적인 악당이지만 실제로 고아원

을 소개하고 버즈를 풀어주는 등 초반에 조력자의 역할도 하여 

관객들을 속인다.‘의혹장면’에서 관객들은 라쏘가 착한지 나쁜

14) <토이스토리3>DVD 영화제작자 리 언크리치 음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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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혼란스럽다.‘수행장면’은 우디의 친구들을 감옥에 가두고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장면이다. 어두운 하프 쇄도우 조명아래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라쏘의 모습은 전형적인 악의 모습이다. 플

래시백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구축된 캐릭터로 인해 관

객들은 라쏘의 어두운 그림자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다.‘강화

장면’은 라쏘가 소각장의 장난감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장면이

다. 쓰레기장에서 우디와 버즈에게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

아난 라쏘는 장난감친구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극적인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끝끝내 악행을 지속한다. 이미 수행 장면에서 

어두운 조명을 통해 구현된 라쏘의 악한 속성은 어둡고 불길한 

붉은 색의 조명으로 더욱더 강화된다.

역할 최종역할이 ‘영웅’인 버즈

변화 영웅 > 가짜영웅 > 영웅

과정 유추장면 의혹장면 수행장면 강화장면

장면 써니사이드의 

음모를 캐기 위

해 용감하게 출

동하고 잡히는 

장면

초기화버튼 탓

에  냉정하게 

친구들을 괴롭

히는 악당으로 

변한 장면

열정적인 스페

니쉬버즈로 또 

한 번 초기화되

어 제시를 구출

하는 장면

원래의 버즈로 

돌아와 제시와 

춤을 추는 장면

표 7. 버즈의 4단계 핵심인지장면

버즈의 경우는 희생자적인 영웅victim hero에 해당된다. 버즈

의 ‘유추장면’은 탁아소의 비밀을 캐기 위해 켄일당을 미행하

다 잡히는 장면이다. 관객들은 냉정하고 침착한 버즈가 힘든 상

황에서 우디의 빈자리를 메우며 영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다. ‘의혹 장면’은 초기화 버튼이 눌러져 라쏘의 부하가 된 버

즈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장면이다. 관객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

지고 버즈의 역할은 극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조명도 매우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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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둡게 버즈를 비춘다. ‘수행장면’은 스페니쉬버젼으로 

또 한 번 초기화된 버즈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를 구출하는 

장면이다. 조명은 이전과는 반대로 극적으로 밝게 버즈를 비춘

다. 이 장면의 조명은 매우 과잉되게 연출되어 있는데 심지어 버

즈는 야광으로 빛나기까지 한다. ‘강화장면’은 정상으로 돌아

온 버즈가 에필로그에서 일상적인 태양 조명을 받으며 제시와 플

라멩코를 추는 장면이다. 

주요캐릭터 이외의 조연캐릭터들도 위로 비슷하게 복잡한 과정

을 거쳐 관객들에게 인지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시와 빅베

이비 그리고 캔인데 제시는 버즈의 변화와 맞물려 과노출 된 화

면 속에서 공주의 역할로 재형상화 되며 빅베이비와 캔처럼 두 

번씩 역할변화를 하는 인물들은 이에 맞춰 조명의 분위기도 확실

하게 두 번씩 변한다. 이야기의 초반과 후반에 등장하여 이야기 

바깥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장난감 주인 앤디를 비추

는 조명은 그의 심리와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밝아지면서 채도

도 높아진다.

이제까지 각각의 캐릭터들의 인지변화가 칼라스크립트의 조명

디자인을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4

가지 핵심장면에서 캐릭터가 어떠한 톤으로 변하는지 유심히 관

찰하다보면 각 단계가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어 일종의 리듬감

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리듬은 시간 순으로 

바로 앞뒤에 붙어 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직

접 인지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내재적인 리듬이 되어 캐릭터의 입

체감을 부여하고 관객들의 정서를 은밀하게 조율한다. 그렇기 때

문에 큰 맥락에서 보면 핵심장면의 리듬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만들어내는 선형적 리듬보다 더 중요하다.

3. 캐릭터의 역할변화 인지과정의 시각적 리듬 분석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역할변화는 한 장면 안에서 다양한 시각

요소들의 복잡하고 정교한 조합을 통해 표현된다. 그 중에 애니

메이터들이 만들어내는 표정이나 포즈, 움직임처럼  직접적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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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요소도 있지만(라이브액션영화의 배우의 역할) 캐릭터의 의상

이나 실루엣 변화, 카메라의 화각, 조명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도 

관객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때에 따라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픽사의 3D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3>에서

는 디지털라이팅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명이 어떻게 캐

릭터를 비추는가를 기준으로 칼라스크립트의 라이팅 디자인을 분

석하면 캐릭터의 리듬을 찾아내기 용이 할 것이다. '캐릭터를 비

춘다'는 것은 단순히 조명이 얼마만큼의 강도intensity를 가지는

지와 같은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어떤 구도로 비추는지 무엇

과 비교해서 비추는지 등의 미장센의 문제와 반사와 노출정도, 

하이라이트의 크기와 조명의 방향, 쉐이더의 종류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객들이 느끼

는 밝기는 작품의 스타일 그리고 스토리의 맥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특정한 장면속의 캐릭터의 명도와 대비를 수치

화 한 것과도 다를 수 있다.15)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역할변화 

장면의 '리듬'을 찾아내기 위해 ‘지각적 밝기perceptual 

brightness16)’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자가 설정한

‘지각적 밝기’란 ‘수치적 밝기’와는 다르게 위에 언급한 여

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관객들이 캐릭터를 어떤 밝기로 느끼고 

해석 하는가 이며 앞뒤 장면에도 영향을 받는다. 각 핵심장면들

에서 해당 캐릭터의 지각적 밝기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8>과 같

다.

15) 탁아소에서 친구들과 결별하는 우디의‘유추장면’은 실제 눈에 띄게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 우디의 소개하는 이전 장면과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같은 장면

의 다른 장난감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어둡다.

16) 지각이란 외부환경에서 오는 감각정보를 해석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수용하

고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지각의 역할이

다.(doopedia, 검색어 : 지각,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

1013000859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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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추장면 2.의혹장면 3.수행장면 4.강화장면

우디

친구들과 헤어

지는 우디는 다

른 친구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비추어

짐

보니와 재미있

게 놀고 있는 

우디는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남

친구들을 구출

하기 위해 탁아

소에 침투하는 

우디는 매우 비

장하고 어둡게 

비추어짐

친구들의 환영

을 받는 장면은 

푸른 커튼 앞의 

우디는매우 밝

게 빛남

라쏘

탁아소를 소개

하는 라쏘는 밝

게 비추어짐

버즈의 심문 장

면에서 라쏘는 

밝음과 어두움

이 교차해가며 

비추어짐

장난감들을 가

두고 연설하는 

라쏘는 어둡게 

비추어짐

소각장에서 장

난감들을 사지

로 몰아넣는 라

쏘는 매우 어둡

고 붉게 비추어

짐

버즈

탁아소의 비밀

을 캐내는 용맹

한 버즈는 어두

운 배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

게 비추어짐

악당으로 초기

화 된 버즈는 

매우 어둡게 비

추어짐

열정적으로 제

시를 구출하는 

스페니쉬버즈는 

야광으로 과도

하게 빛남 

내면의 균형을 

찾은 버즈는 일

상적인 조명에

서 자연스럽게 

비추어짐

표 8. 핵심장면에서 주요등장인물들의 지각적 밝기

표 9. 주요 캐릭터들의 '지각적 밝기'의 리듬 비교

이어서 시간차를 두고 펼쳐지는 각각 캐릭터들의 리듬을 그래

프를 통해 비교해보면 <표 9>처럼 표현할 수 있다. 우디의 지각

적 밝기가 주는 리듬은 시각적으로 상승과 하강 그리고 다시 상

승하는 곡선을 그린다. 라쏘의 리듬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하

강곡선을 그린다. 버즈의 리듬은 진폭이 크며 우디의 리듬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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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강과 상승 그리고 다시 하강하는 곡선을 그린다. 

우리는 그래프를 분석해보면서 주목할 만한 패턴 두 가지를 찾

아낼 수 있다. 첫 번째, <토이스토리3>의 유추, 의혹, 수행, 강

화로 이어지는 각각의 캐릭터 역할인지장면들의 지각적 밝기는 

리드미컬하게 시각적 대조를 이룬다. 캐릭터의 유추, 의혹, 수

행, 강화장면은 칼라스크립트라는 '하나의 커다란 그림'속에서 

시각적인 대조를 이루는 4개의 ‘점point’이다.17) 두 번째, <토

이스토리3>의 주요 등장인물 우디, 라쏘, 버즈가 가지는 변화의 

리듬 역시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시간차를 가지고 제

시된다. 인물들 간의 대조는 특히 작품속의 두 명의 영웅 우디와 

버즈가 각 단계에서 어떤 조명분위기로 표현되는지 차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의혹단계’에서 우디가 알록달록하고 

화사한 보니의 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장면과 어둠속에서 등장

한 버즈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악당이 되어버린 장면은 대조를 이

루고 ‘수행단계’에서 버즈가 과하게 밝은 역광 속에서 공주(제

시)를 구출하는 장면과 우디가 터널같이 어두컴컴한 공간을 지나 

친구들을 구하려가는 장면도 시각적 대조를 이룬다.

디지털 칼라스크립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시각적 대조와 조화의 

근간을 추적해 올라가보면 <토이스토리3>의 ‘시나리오’에서 이

미 캐릭터간의 대조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두 명의 영웅은 ‘유혹’과 ‘위협’이라는 각각 다

른 분위기를 가진 형태로 위기를 맞이하고 또 ‘의리’와 ‘사

랑’이라는 각기 다른 온도의 원동력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이야기를 통해 성취하게 되는 성장의 양상도 ‘외적성

장(리더로써 역할회복)’과 ‘내적성장(냉정과 열정의 균형)’으

로 대조를 이루며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추가로 장난감들의 주

인인 앤디의 시각적 리듬은 그의 심리변화와 성장과 맞물려 완만

17) 다이스 투쑤미Dice Tsutsumi는 영화초반 '앤디의 방의 푸른색벽지'와 영화후

반 '소각장의 불길한 붉은 빛'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칼라스크립트를 

붙여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인식했을 경우 두 장면은 대조를 이루는 두개

의 ‘점point’이라고 언급하고 있다.(Charles Solomon,John Lasseter, The 
Art of Toy Story 3, Chronicle ,2010.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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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하강곡선을 그리는 라쏘의 시각적 리

듬과 대조를 이룬다.18) 이처럼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시각적 대조

는 씨줄날줄처럼 수직수평으로 교차되며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

데 그중 후자의 경우는 특히 각 캐릭터의 리듬이 시간차를 가지

고 제시되어 서로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음

악에서 '대위법'이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연구자는 이를 

‘캐릭터변화의 시각적 대위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4. 구성적 미학으로써의 시각적 대위법

‘대위법’이란 13세기 무렵부터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

였으며 기술적으로 엄격한 법칙에 따르는 작곡기법으로 독립성이 

강한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것이며 어떤 음이 다

른 음과 비교되거나 반대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19) 이는 기존

의 작곡방식에 입체적인 관점이 추가된 것으로 혹자는 대위법을 

음악의 원근법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대위법은 다른 매체의 예술

가들에게 강한 영감들 주기도 하였다.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설명하며 다성 소설Polyphonic novel이라는 개념을 확립

한다. 한 시대의 다양한 욕망의 목소리을 들려주는 생생한 등장

인물들로 가득 찬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오직 하나의 멜로디에 

의해 지배되는 단성악과는 달리 하나 이상의 독립된 멜로디가 대

위를 이루며 화성적으로 결합된 다성악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것

이다.20) 이러한 소설작법은 현대의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쳐 소설

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독립적인 남여주인공의 이야기에 제3의 인

물의 목소리를 추가하여 3명의 인물이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인 스

토리를 펼쳐나가는 베스트셀러소설<1Q84>3권을 집필하면서 대위

법의 대가 바흐의 <3성 인벤션>을 참고했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18) 앤디는 주요 등장인물에 비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간은 짧지만 다른 주인

공들이 모두 ‘장난감’이라는 작품 특성상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사람’캐릭터라는 점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 요한 요제프 푹스, 나인용 이해찬, 『대위법연구』,세광음악출판사,

    1985.20p

20) 그 반대는 단성 소설Monologic novel이다.(미하일 바흐친, 김근식,『도스토

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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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대위법의 개념은 시간예술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21) 초기 추상 애니메이션 작가이자 

음악가이기도 했던 에겔링은 순수하게 점 선 면 같은 조형요소들

이 시공간 속에서 대위를 이루는 <대각선교향곡>이란 작품을 제

작하며 음악이론인 대위법을 시각중심예술인 애니메이션에 도입

하였다. 

앞에 서술된 대위법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자가 설정한 '캐릭터연출의 시각적대위법'의 의미는 음악의 대위

법이 하나의 성부를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성부를 구성하듯 

한명의 캐릭터가 가지는 시각적 리듬을 바탕으로 ‘시간차를 가

진’ 두 번째, 세 번째 캐릭터의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구

성적인 미학이다. 에겔링이 제시하고 있는 시각적 대위가 표면적

이고 직접적이라면 연구자의 '캐릭터연출의 시각적대위법'은 내

재적이고 간접적이다.‘카논’으로 잘 알려진 모방대위법처럼 한 

인물의 시각적 리듬이 제시되면 연이어 제시되는 다른 인물의 리

듬은 앞의 리듬을 고려하여 모방되거나 대조되게끔 연출자에 의

해 치밀하게 계산되어질 수 있다. 주요 인물들의 리듬은 의미없

이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극중 역할을 관객들에게 충분히 인지시

키며서도 서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캐릭터들과 대위적인 

길을 가게끔 의무지워진다. 버즈의 리듬은 우디의 리듬을 뒤집은 

것이고 라쏘의 리듬은 앤디의 리듬을 뒤집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의 대위법이 병진행, 반진행, 사진행의 무한조

합으로 소리의 다양성과 조화의 기쁨을 일깨우는 것처럼22) 주요 

등장인물들의 각각의 리듬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

물들의 리듬과 비교되면서 유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관객들의 '의식'적인 

21) 러시아의 감독이자 이론가인 에이젠슈타인도 리드믹 몽타주의 원리를 설명하

며 쇼트의 대위법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김광철 장병원, 『영화사

전』,media2.0, 2004 )

22) 병진행은 두 음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반진행은 반대방향으로, 

사진행은 한 음은 움직이고 나머지 한 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요한 

요제프 푹스, 나인용 이해찬, 『대위법연구』,세광음악출판사, 1985.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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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흥에 ‘무의식'적인 감흥을 더해 균형 잡힌 만족감을 안겨 줄 

것이다.  <토이스토리3>처럼 잘 구성된 캐릭터아크들의 조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체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시각

적대위법은 그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다. 

시각적대위법은 대중적인 가족애니메이션을 창작하려는 사람에

게도 유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든다면 캐릭터의 

역할과 관점에 대한 관객들의 추론을 유도하고 이를 깨거나 강화

하면서 흥미진진한 두뇌게임을 펼쳐나가는 연출을 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다. 여러 명의 인물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 구성은 이야

기의 깊이 감을 형성하여 성인과 아동들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

는 다층적인 작품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쉽고 맥락이 

잘 표현된 칼라스크립트는 역으로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시각적으

로 드러내어 연출자가 시나리오의 긍정적으로 수정하게 유도하기

도 할 것이다. 

Ⅲ. 결론

3D애니메이션 산업의 상징적인 프랜차이즈 마지막편인 <토이스

토리3>는 전체 연령대가 쉽게 캐릭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등장인물의 전형성을 유지해야 하면서도 또 그 때문에 1,2편을 

모두 관람한 관객들에게 익숙함과 지루함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토이스토리3>의 제작자들은 노련한 

연출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다채롭고 리드미컬하게 

바꾸나가며 관객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는데 성공하였

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출적인 노력을 민담연구가인 프롭의 캐릭

터분석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인 캐릭터들

의 역할변화 흐름을 바탕으로 관객입장에서 주요캐릭터의 역할변

화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추, 의혹, 수

행, 강화의 4단계 핵심적인 장면을 선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작

품의 프리프로덕션 과정 중 디지털 칼라스크립트를 통해 명확하

게 시각화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이스토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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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릭터변화를 연출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히 조명을 셔

레이드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각 캐릭터의 4개

의 핵심장면이 보여주는 조명디자인의 시각적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캐릭터가 가지는 변화는 

순차적으로 리드미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각각 

독립된 캐릭터들의 리듬도 마치 다성음악의 성부처럼 독립적이면

서도 유기적인 조화를 성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연구

자는 이 두 가지 대위를 ‘캐릭터의 시각적 대위법'이라 칭하고 

특히 캐릭터 간의 절묘한 균형이 요구되는 후자의 경우 <토이스

토리3> 속의 주요등장인물인 우디와 버즈, 라쏘와 앤디 등 통해 

서로의 시각적 리듬을 모방하고 대조를 이루면서도 조화롭고 치

밀하게 연출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나아가 이 같은 구성

적 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대중적인 가족용 장편애니메이

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토이스토리3>의 성공 이후 몇 년 후에 만들어져 역시 전 세계

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디즈니의 <겨울왕국Frozen(2013)>은 <토

이스토리3>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주요캐릭터역할

변화가 엮어내는 복합적 리듬과 이중으로 펼쳐지는 시각적인 대

위는 <토이스토리3>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

각적 대위를 명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품의‘조명’요소 변화만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다양한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

적인 시각적대위법에 대한 연구도 차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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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sual Counterpoint immanent in Production of Animated 

Characters’ Changing Role23) 

-With Focus on the Lighting Design of 3D Animation 

Toystory3 Digital Colorscript - 

Park, Hyoung-Dong

The roles of the characters of 3D animation Toystory3, which was 

released in 2010 and achieved worldwide success, can be classified into 

typical, simple and easy-to-understand roles such as hero, villain, 

princess, and assistant. However, the process, in which each 

character’s role is finally recognized by the audience, is embodied in 

a very colorful and exquisite manner and makes the curiosity of the 

audience continue effectively. The stream of the diverse role changes of 

the characters of Toystory3 is represented through “visual rhythm of 

the lighting design” and such rhythm can be confirmed most clearly in 

the digital colorscript stage.

This researcher analyzed the characters’ role changes in the work 

based on Propp’s folktale character analysis theory, and extracted the 

core scenes that lead to inference, doubt, performance, reinforcement by 

character in order to grasp how the audience gasps major characters’ 

role changes. The visual differences  of the lighting design, which the 

four core scenes of each character show, were represented in graph and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s that one character has 

constituted rhythmical, visual contrast gradually and the rhythms of 

each independent character achieve visual contrast and harmony each 

other like the voice part of polyphony. This researcher calls this “the 

visual counterpoint of character’s changing” and derives the 

conclusion that a dual visual counterpoint is hidden in the character 

production of the full-length animation Toystory3. Along with this, this 

researcher proposes the production of full-length animation that 

actively utilizes constructive aesthetics.

Keywords: visual counterpoint, toystory3 character, digital 

colorscript, propp, 3D animation, digital light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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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Scholarship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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