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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채론

초 록

애니메이션에서 ‘웃음’은 재미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슈

렉>은 대중적으로 성공한 애니메이션으로 4편의 시리즈와 스핀오프 애니메이션까

지 제작되었으며 작품 전반에 패러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재미를 추구한 성공적

인 사례로 자리한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 유머 혹은 패러디, 풍자

를 중심으로 탐구되었다. 하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이 가진 독자적 희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보고자 하는 수신자의 욕망이 현실에 대한 판

타지에 근거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슈렉>이 가지고 있는 희극성을 애니메이

션 캐릭터 중심으로 탐구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현실의 규칙을 외면하는 재치로 대중과 소통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창조되고, 현실세계를 전복시키며 생명력을 가지는 것

이다. <슈렉>이 가지고 있는 희극성은 이렇듯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유

희적 변형에서 시작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의해 고착되었던 동화세계라는 이

데올로기를 유쾌하게 변주하며, 현실의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디즈니에게 도전하

고, 작품 안에서는 동화라는 세계를 전복시키면서 대중들의 욕망을 해갈시킨다. 그 

중심에 몬스터 캐릭터 ‘슈렉’이 존재한다. 안티의 자리에 위치했던 몬스터 캐릭터

를 주인공으로 만들며 동화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첫 번째, 

안티캐릭터의 주체화다. 두 번째는 과장되고 왜곡된 신체를 가진 새로운 안티 캐릭

터다. 권력과 야망에 비해 몬스터형 캐릭터보다 비루한 외형을 가진 파과드 영주가 

웃음을 선사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동화 속 캐릭터들의 변주다. 동물, 무생물 가

리지 않고 고정된 틀 속에 박혀있던 동화 속 캐릭터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해 능청

스럽게 등장하면서 극의 활력이 된다.  

<슈렉>은 동화가 꾸려놓은 현실세계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희극적인 캐릭터를 활용한다. 한국의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하여 작품의 활력소가 되는 캐릭터 기획의 포맷을 구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캐릭터, 희극성, 문화콘텐츠, 드림웍스,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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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수신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

다. 판타지 장르1)를 선호하는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던 일

들이 벌어지는 환상의 세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수신

자들 역시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판타지를 경험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애니메이션은 본질적으로 정지된 이미지에 움직임을 부

여하는 기술에서 기원한다. 즉, 무생물에게 생명력을 선물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독자적 희극성은 이

렇듯‘현실법칙에 대한 전복’에서 발생된다.  

희극성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등장하는 철학자 베르그송은 자

신의 책에서 “인간적인 것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희극성은 존

재하지 않는다.”2)고 적는다. 이어서 “경치와 같이 우리를 둘러

싼 것들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장엄할 수도 있고, 보기 흉할 수

는 있어도 우스꽝스러울 수는 없다”3)고 덧붙인다. 베르그송보다 

50년 앞선 체르느이셰프스끼는 “무생물과 식물들 중에 희극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과 유사

한 행동을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스울 수 있다고 언급한

다.4) 결국 생명이 없는 것들로부터는 웃음이 발생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판타지 영화에서는 <반지의 제왕>, <토르>와 같이 신화와 전설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 <트랜스포머>처럼 거대한 로봇이 등장해 인간과 대화를 나누거나, 

<스파이더 맨>, <슈퍼맨>, <엑스맨> 등과 같이 불합리한 사회를 극복시켜줄 

영웅이 활약하며, <E.T>, <에일리언>과 같이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일이 아

무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소재로 활용된다.

2) 앙리베르그송, 정연복 옮김, 『웃음』, 도서출판 세계사, 1992, p.7 

3) 앙리베르그송, 정연복 옮김, 『웃음』, 도서출판 세계사, 1992, p.7 

4) 블라지미르 쁘로쁘 지음,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출판, 201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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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꽃과 나무(1932) & The Little House(1952), 

춤추는 식물과 웃는 건축물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독자적 희극성이 의미를 획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웃음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무질서가 요구되는데,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는 곳에 희극성이 존재하기 때문5)이

다. 애니메이션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무질서를 

통해 독자적인 희극성을 구축한다. 베르그송이 분석한 희극성이 

유래되는 세 가지 방법인 반복, 반전, 계열6) 중 반전 즉 전복의 

상황인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생물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 나무와 

꽃이 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가진다. 가지와 잎을 사람의 팔처럼 

펼치고 접는다. 또한 생명이 없는 건축물 역시 애니메이션에서는 

하나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표현된다. 이렇듯 무생물 혹은 동물

과 식물에 사람과 같은 유사성을 부여함으로서 애니메이션은 기

본적으로 현실을 전복시키며 캐릭터를 탄생시킨다. 애니메이션에

서 캐릭터는 희극성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 역시 캐릭터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

을 등에 업고 성장추세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용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전히 애니메이

션을 아이들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외면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에 머물러 있

는 현실의 문제점이다. 보다 폭넓은 수신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5) 이영석,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성의 의미작용에 대한 시론에 나타난 웃음과 

희극성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17집, 2006, p.252

6) 이영석,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성의 의미작용에 대한 시론에 나타난 웃음과 

희극성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17집, 2006,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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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위해 갖춰야 할 요소로서 웃음에 

초점을 맞추고 희극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애

니메이션을 보고자 하는 수신자의 욕망은 현실에 대한 판타지에 

근거한다고 보고, 이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해하도

록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디즈니와 

함께 흥행지도를 그리고 있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슈렉> 속 

캐릭터의 특성을 통해 희극성이 대중들의 욕망과 합치되는 연결

고리를 연구하도록 한다. 

Ⅱ.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희극성 

1. 애니메이션과 웃음 

희극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자신보다 못

한 사람에 대한 우월이론을 주장한 플라톤과 희극을 보통보다 못

난 사람들의 모방으로 폄하하였지만 웃음을 인간을 규정하는 중

요한 요소로 바라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꿈이 불쾌함의 절약

에 기여한다면 농담을 쾌락의 획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한 프

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웃음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로 논의7)되어왔

다. 더구나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희극성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 째, 인간적인 것의 테두리 밖에서는 

희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무감동의 상황으로

서 어떤 일로부터 무관심하게 떨어져 관찰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희극성이다. 마지막으로 웃음은 다른 사람들과 지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면 희극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

한 사회 문화적 관습과 관념이 공유된 그룹 안에서 발생되는 희

극성8)이다. 

7) 조미라, 「애니메이션의 희극성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 12호, 
2007,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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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희극성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웃음은 예술 영

역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왔고, 진지함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왔

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웃음에 대한 의미는 웃음거리의 대상이 

된다는 조롱과 결합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9)되어왔다. 그러나 오

늘날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웃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

다. 이는 이성이나 심층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유에서 감성이나 

표면을 강조하는 탈 근대적 사유로 이행10)하는 사회적 변화 때문

이다. 근대 사회의 노동집약적인 사회가 형성된 이후 발전되어온 

여가문화와 연관이 깊다.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조명은 오늘날 문화콘텐츠 발생의 이유11)가 되며, 

요한 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관한 이론을 통해 웃음이 가진 

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호이징아의 시대에는 놀이가 노동과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웃음과 마찬가지로 ‘진지함’의 대립항, 노동에 비해 유치하고 

가치가 없거나 덜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진지함은 놀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부여하지만 놀이는 진지함에 대하여 포괄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서 가치를 부여받는다.12) 이는 진지함으로서의 

교육에 놀이의 개념을 합친 용어인 에듀테인먼트

(Education+Entertainment)13)가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가진 대표

적 특성에 활용되는 것을 설명한다. 애니메이션이 가진 즐거움이 

시청자를 몰입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재미’는 이제 가치 폄하 되지 않으며 문화산업 

8) 김윤정, 「픽사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유머요인 분석 : 앙리 베르그

송의 희극론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No.19, 2010, pp.54-55 

9) 조미라, 「애니메이션의 희극성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 12호, 

2007, p.103 

10) 김기정, 「요한 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문연구 63

호, 2011, p.324 

11) 출근과 퇴근으로 정해진 노동시간 이후의 여가 시간마저 진지함과 사유의 시

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거부한 대중들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유희의 문

화를 만들어갔다. 

12) 김기정, 「요한 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문연구 63
호, 2011, p.330 

13) 성례아, 「장편애니메이션의 재미요소와 관객의 심리적 재미에 대한 상관관
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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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14)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이 어떻

게 재미를 느끼는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 애

니메이션 시장의 아이디어 개발에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이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하여 조미라

(2007)와 김윤정(2010)은 모두 앙리 베르그송의 희극성의 세 가

지 요소를 통해 논의하였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가진 과장되거

나 변형된 외형에서 오는 웃음은 베르그송의 첫 번째 희극성으로 

인간과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발생된다. 또한 현실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캐릭터의 움직임이 현실의 관성 법

칙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공중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신체

의 절단이나 부서짐 등의 표현은 일상과 분리시켜 관찰할 수 있

기 때문에 웃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는 불

가능한 일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상상력

에서 기인하며, 현실 법칙에 대한 전복15)을 통해 재미를 유발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현실 전복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이데올

로기적 보편성과 교묘히 결합되어 현대사회 수신자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비극적

인 동화의 결말을 해피엔딩16)으로 변용시킴으로서 재미있는 이야

기를 만들어냈지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순화시키기 위한 정치

적 전유의 그림자라는 한계를 가진다. 바른생활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사유와 이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던 관객이 아닌 유희

적 감상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 문화 안에서 새로운 방

향성을 가져야 할 때이다.  

14) 성례아, 「장편애니메이션의 재미요소와 관객의 심리적 재미에 대한 상관관
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3 

15)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야』, 경북대 인문교양총서, 역락, 2011, 
바흐친은 소설의 발생이 민중들의 웃음문화, 현실에 대한 해학적 세계관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고 보았다. 민중의 웃음문화가 가진 전복적 힘과 새로운 창조성에 
주목한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현실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손쉽게 거스를 수 있듯
이 현실세계의 규칙들을 비틀며 웃음을 발생시킨다. 

16)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성공
적인 결혼으로 결말지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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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된 웃음,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의 캐릭터 디자인은 스토리텔링 속에서 대변하

는 극의 인물과 흡사한 비주얼과 아이덴티티를 조합시키는 작

업17)이다. 즉, 애니메이션은 완벽한 자신들만의 세계에 인간을 

모방한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진다. 하지만 애니메

이션 캐릭터는 현실세계의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배우를 ‘창조’해야 하는 것18)이다. 

또한 이러한 캐릭터의 창조 즉,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으로서 

성격을 부여받는 대상의 형상화에도 제한이 없다. 원론적으로 애

니메이션은 어원자체에서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력을 부여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움직임

을 줘야 하는 것이었다. 

결국 애니메이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는 현실에 대한 무질서로

서 희극성을 내재한다. 사물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나 움직이고 

동물과 말이 통하며, 이들이 인간의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애니메이션은 인

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캐릭터

는 이러한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배우로서 

애니메이션이 가진 희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

다. 

애니메이션이 무질서를 취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 현실법칙의 

전복으로 창조된 세계와 2차적으로는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캐릭

터에 투영시키는데 있다. 19-20세기 덴마크 비평가이자 학자인 

브란데스는 “사람만이 웃는데 그 이유 또한 반드시 사람다운 무

엇인가로 인해서이다.”19)라고 말한다. 

17) 정유진, 「픽사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2009, p.10 

18) 이종한・조미라,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5, p.37 

19) 블라지미르 쁘로쁘 지음,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출판, 2010,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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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와 오른쪽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Yago Partal의 작품 

<그림 2>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물의 웃는 얼굴을 의도

적으로 조작한 이미지나 사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모습, 사람

의 옷을 입고 있는 등 동물을 통해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웃음이 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사람처럼 표현되었기 때문이

다. 이는 앞서 언급된 체르느이셰프스의 “동물이 사람들로 하여

금 사람의 행동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을 보며 

웃는 것이다.”20)와 같은 의견이다. 이는 애니메이션에서 동물 

캐릭터가 등장 했을 때 흥행 성적이 우수하다고 보고 된 바21)가 

있듯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의인화라는 특성을 통해 희극성을 

가진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가지는 희극적 요소에 관하여 비만캐릭터

를 중심으로 연구한 왕새(2012)의 논문22)을 보면 애니메이션 캐

릭터의 유형을 인간형, 동물형, 몬스터형 세 가지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세계의 전복과 의인화된 캐릭터에서 오는 웃

음에 초점을 맞춰 1)인간형 캐릭터 2)동물형 캐릭터 3)무생물 캐

릭터 4)몬스터형 캐릭터로 분류하여 미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희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 블라지미르 쁘로쁘 지음,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출판, 2010, 

p.48

21) 이영숙, 「애니메이션 의인화 동물 캐릭터 분류 및 검색방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쪽

22) 왕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비만캐릭터의 희극적 요소 연구; 본인 작품 

<Mew>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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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형 캐릭터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입장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가지

는 의미가 점진적으로 성장해갈수록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한 매

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관객들이 

발전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결과물로서 스크린에 완벽히 재현

된 인간형 캐릭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각적 호기심은 가질 수 

있다.23) 그러나 이들의 과도한 리얼리티는 기술의 향연으로 시선

을 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가져야 하는 희극적 

감상과는 거리가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희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성이 환상이라

는 점을 감안해서 접근되어야 한다. 인간의 모습을 한 캐릭터는 

현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야 무질서를 획득하면서 비정상

적인 캐릭터의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는 정운

설・석혜정(2012)은 추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사실적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흥행과 관객 리뷰 분석을 통해 추상화 캐릭터의 호

감도가 높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입증된다. 인간형 캐릭터가 추구

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24)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을 형상화할 때 희극성의 획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인물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

니라, 개연성 있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에 있다. 현실에 대

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과 닮은 인물형 캐릭터가 끌어나가는 

이야기에 몰입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25)이다. 즉, 일반적이거나 

이상적인 인간의 형상에서 벗어나 과장되고 왜곡된 형상을 가진 

캐릭터가 웃음을 획득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키가 작거나, 머리

가 큰 캐릭터, 그리고 앞서 언급된 왕새(2012)의 논문에서 다루

23) <베오울프(Beowulf)>, <크리스마스 캐롤(Christmas Carol)>, <파이널 판타지
(Final Fantasy) 등, 실제보다 더욱 실제적인 인물묘사의 기술력으로 관객에게 
‘완벽한 가짜’가 제공하는 사실적인 감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하이퍼리얼리즘
의 입장에서 가짜가 제공하는 리얼리티는 ‘가짜’라는 존재를 드러낼 때 더욱 
극대화 된다. 

24) 정운설・석혜정, 「3D 애니메이션의 인간 캐릭터 – 시각적 리얼리티와 관객

의 수용」, 애니메이션연구 Vol.8. No.4(통권 제 23호), p.106

25) 이종한・조미라,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5,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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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비만캐릭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초기 애니메이션 역사를 보면 인간형 캐릭터의 희극성을 담당

한 것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아닌 TV 애니메이션 시장이었다. 

<그림 3>처럼 이들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비율을 무시하면

서 과장되고 왜곡되어 우스꽝스럽다. 고인돌 가족 <플린스턴>은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다. 남성 캐릭터들의 경우 목이 보이지 않

는다. <베티붑>은 식빵처럼 생긴 머리와 커다란 비율의 머리가 

특징이다. <심슨>은 미국 백인 가정을 표방하지만 과도한 노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림3. 2D기반 애니메이션에서 희극성을 가진 인간형 캐릭터

(좌부터) <플린스턴 가족>, <베티붑>, <심슨>  

그림 4. 3D 기반 애니메이션 희극적 인간형 캐릭터, (좌부터) <up>, 

<인크레더블>, <슈렉4>

 

최근 제작되고 있는 극장용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역시 이와 

같은 법칙을 따랐을 때 희극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고집스런 할아버지의 과하게 네모진 얼굴과 둥

근 코, 과장된 신체 비율을 볼 수 있으며, 전형적인 중국인 보이

스카우트 학생에게서는 짧은 다리와 퉁퉁하고 목이 보이지 않는 

상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크레더블>의 주인공 역시 은퇴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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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라는 설정에 걸맞게 툭 튀어나온 배가 그의 영웅성을 하락시

키고 있다. 악당인 <슈렉4>의 ‘럼펠’ 역시 큰 머리와 짧은 다

리로 일반적인 인간의 형상을 벗어나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웃음

을 제공한다. 현실의 질서가 무시되면서도 현실과 닮은 3D 애니

메이션 은 교묘히 비틀어지고 과장된 형상의 캐릭터들을 통해 수

신자의 감상을 몰입시키고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2) 동물형 캐릭터 

캐릭터의 이미지가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

았을 때, 건축물 혹은 음식물 등 현실에서 무생물로 구분지어지

는 대상과, 동물, 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형태의 

캐릭터가 존재하며 이들 캐릭터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모방함

으로써 수신자들에게 웃음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캐릭

터 생성 법칙으로서 의인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뽀로로’ 역시 펭귄이라는 동물이 말을 하고 노래를 부

르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인간의 모습이 적용된 것이다. 

    

    

그림 5. 의인화된 동물형 캐릭터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는 귀, 코, 

꼬리는 동물의 형태이지만 손과 발은 사람의 형태이다. 가장 큰 

특징은 말을 한다는 것과 2족 보행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톰

과 제리>처럼 고양이와 쥐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했지만 2족 보행

을 하면서 옷을 입기도 하고 급하게 달리는 경우에는 4족 보행26)

26) 이영숙, 「애니메이션 의인화 동물 캐릭터 분류 및 검색방법」,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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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도 한다. 도날드덕은 오리이지만 옷을 입고 있으며 인간

과 같이 심술궂고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드림웍스 <쿵푸

팬더>의 캐릭터들 역시 말을 하고 2족 보행을 하는 것을 넘어 무

술을 할 수 있기까지 한다. 더욱이 ‘포’의 경우에는 비만형 캐

릭터라는 설정이 즐거움을 상승시키고 있다.   

동물형 캐릭터는 사람과 유사한 형상 혹은 행동과 상황을 취함

으로서 희극성을 얻는다. 애니메이션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재미

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캐릭터들의 창조가 어렵지 않으

며, 이들을 통한 이야기 전달 역시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무한히 

가능하다는데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만, 현실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인

간 즉, 수신자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각자 존재 방식에 맞게 디자

인되어야 한다. 즉 애니메이션은 현실세계를 캐리커쳐 함으로써 

희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무생물형 캐릭터

동물캐릭터에 관련한 논문은 다양하지만 무생물형 캐릭터에 대

한 논문은 동물형 캐릭터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었

다. 하지만 무생물형 캐릭터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의인화되

는 소재다. 의인화된 소재별 캐릭터를 분석한 송현승(2009)의 논

문27)을 보면 무생물체의 의인화를 현실 속의 무생물체와 상상속

의 무생물체로 나누었다. 현실 속의 무생물은 우리가 현실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눈, 코, 입을 달아

주거나 과장과 생략에 의해 형상화 된다. 상상 속의 무생물의 경

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몬스터형 캐릭터

가 여기에 속한다28)고 할 수 있다.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

27) 송현승, 「의인화를 통해 나타난 시각언어 연구 :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28 

28) 송현승(2009)은 용과, 공룡 등을 상상 속의 무생물 분류에 포함시켰으며, 무

생물과 생물의 결합체를 한 번 더 구분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에 맞춰 현실 속 무생물과 몬스터형으로 그 구분을 압축하여 살펴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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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인화된 무생물형 캐릭터 

<그림 6>을 보면 무생물형 캐릭터의 의인화를 볼 수 있다. 디

즈니사의 <미녀와 야수>를 보면 마법에 걸려 사물이 된 설정이 

그려진다. 주전자, 촛대, 시계 등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알라딘>에서 등장하는 마법의 양탄자 역시 자유롭게 몸을 움직

이며 사람처럼 서기도 하고 네 귀퉁이에 달린 술을 흔들기도 하

고 뻗기도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한다.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 살아 움직인다는 기초적인 상상력에 기반 해 

탄생한 무생물형 캐릭터다. <월 E>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혼을 가진 로봇으로 고철로 만들어진 무생물형 캐릭터에 포함

된다. 

이 밖에도 미국 TV 애니메이션의 <스펀지 밥>은 바다 속에 살

고 있는 스펀지라는 괴상한 설정을 가진 무생물형 캐릭터다. 우

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꼬마버스 타요>와 <로보카 폴리> 

역시 무생물의 의인화 과정을 통해 탄생한 캐릭터다. 이들이 웃

고 떠들고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현실법칙을 전복시키면

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4) 몬스터형 캐릭터

몬스터형 캐릭터는 대부분 인간의 형태를 조형적 기반으로 해

서 탄생되며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거나 왜

곡하고 과장시켜서 만들어진다.29)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전적으

로 상상에 의해 탄생되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신화, 민담, 전설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존재들의 형상에 기대어 만들어진다. 몬

29) 왕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비만캐릭터의 희극적 요소 연구; 본인 작품 

<Mew>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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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는 주로 주인공이 물리쳐야 하는 악당으로 그려져 왔지만 애

니메이션 속에서 나타나는 몬스터형 캐릭터들은 이야기의 활력소

가 되어 매력적인 주인공으로 그 영역을 확장30)하고 있다. 

몬스터형 캐릭터가 극의 재미를 위해 활용된 초기 사례는 <백

설공주와 일곱난장이>를 들 수 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

이,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서 작

품에 생명력을 부여한 존재들은 일곱 난장이다. 난장이라는 존재

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 인간보다 작은 키와 비정상적인 신체비례

를 가진 존재다. 하지만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속 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돕는 조력자로서 각자의 성격을 캐리커쳐31)하며 시선

을 끌고 작품 전반에 활력소가 된다. 

         

그림 7.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몬스터형 캐릭터 

월트 디즈니가 영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극장용 애니메

이션으로서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를 제작할 당시 인간과 최대

한 유사하게 닮고 행동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결국 극

의 활력을 준 것은 난장이들이었던 것이다. 

몬스터 캐릭터는 상상 속의 존재라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재미

를 느끼게 하고 폭넓은 캐릭터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을 보면 멜론에 두 다리가 달려있고 눈과 입이 자리한

다. 과일과 동물이 결합된 몬스터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30) <슈렉>의 주인공은 몬스터 캐릭터인 오우거 종족이며, <몬스터 주식회사> 역

시 몬스터들이 주인공이다. <몬스터vs에일리언> 역시 몬스터 캐릭터를 중심으

로 그려진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디지몬어드벤처> 등은 ‘애완 몬스

터’라는 컨셉을 활용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녹색괴물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슈렉>과 같이 최근 몬스터형 캐릭터가 주류로 부상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31) 일곱 난장이는 각자 성격을 통해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그들의 이름과 생김

새가 일치한다. 박사, 재채기, 행복이, 부끄럼이, 멍청이, 졸음이, 투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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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 등장한다. 또한 <몬스터 주식회사>는 우리가 흔히 벽장 속 

괴물이라고 알고 있는 공포의 대상을 친근하게 접근시키면서 애

완동물처럼 느낄 수 있도록 캐릭터를 표현한다. 인간과 같이 행

동하고 겁을 먹기도 하며, 사랑을 느끼고 우정을 쌓는다. <몬스

터VS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젤리형 몬스터 ‘밥’은 인간처럼 말

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엉뚱하고 지능이 모자란 설정으로 

웃음을 가져온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현실법칙이 전복된 세계관 안에

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간과의 유사함을 통해 관객들에게 재미

를 느끼게 한다. 저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희극성이 적절하게 

적용된 작품으로서 드림웍스의 <슈렉>을 선택하였다. <슈렉>은 

2001년 극장가에 디즈니의 아성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되는 흥행작

이며 몬스터 캐릭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시켰다고 알려진 작

품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슈렉1>을 중심으로 <슈렉> 시리즈 

속에서 그려지는 캐릭터들의 희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인

간형 캐릭터와 2)동물형 캐릭터 3)무생물형 캐릭터 4)몬스터형 

캐릭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대중적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역할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Ⅲ. <슈렉>, 전도된 캐릭터의 희극적 생명력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즈니와 안티디즈니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디즈니가 영화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장용 애니

메이션 개발에 힘쓸 때, TV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선두지휘를 했

던 존재들은 디즈니사를 그만둔 안티 디즈니 성향의 애니메이터

들이었다. 미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디즈니와 안티디즈니로 양분

되어 계승32)되었고, 극장 시장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주도적이

었다. 그러던 중 2001년 극장가에 거대한 녹색 돌풍이 일었다. 

32) 한창완,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한울 아카데미, 

2001,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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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녹색 괴물’<슈렉>은 애니메이션 시장을 환기 시켰

다. 

제프리 카젠버그는 90년대 <인어공주>,<알라딘>,<미녀와 야

수>,<라이온킹> 등 애니메이션 대작들을 제작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월트 디즈니를 기사회생시킨 인물이다. 디즈니의 흥행

신화이던 그가 드림웍스를 설립한 후 그는 "전혀 새로운 애니메

이션"의 기치를 내걸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개미>를 시작으

로 드림웍스의 작품은 안티디즈니적 경향33)을 가지고 극장가에 

도전한다. 

인식의 고착은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 이데올로기를 뒤집으면서 

발생되는 웃음은 사람들의 욕망을 해갈한다. 디즈니가 잠식하고 

있던 극장가에 도전해 성공을 거둔 드림웍스의 첫 작품 <슈렉>은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때 등장

하는 커다란 동화책을 거대한 녹색 손이 들어와 찢어버리며 시작

된다. 화장실 처리용으로 전락한 동화책은 시작부터 <슈렉>이라

는 애니메이션이 가진 성격을 상징한다. 또한 동화라는 세계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슈렉을 찾아와 도

움을 요청하며 한 자리에 모인 설정은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모든 

동화의 세계를 뒤흔든다. <슈렉>의 세계가 우리가 알아오던 일반

적인 지식과 충돌하며 웃음이 발생되는 지점이다. 이는 디즈니의 

헤게모니인 동화가 뒤집어져 그려진 <슈렉>의 세계관 때문이다.

             

그림 8. 동화의 세계를 전복시키는 슈렉의 세계관

<슈렉>이 가지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패러디 전략

33) 김동옥, 「극장용 3D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안티디즈니(Anti Disney)화」, 커

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11권, 200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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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영순(2001)34)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슈렉>의 패러디는 디즈니의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것을 완

벽하게 조롱하고 뒤집는 구조를 취하면서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가지고 있는 플롯을 전도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

간 깊게 내재된 동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디즈

니가 세운 동화의 세계관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

다운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화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슈렉>은 동화가 꾸려놓은 현실세계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

고 이데올로기를 재치 있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희극적인 캐릭

터들을 활용한다. 이를 인간형 캐릭터, 동물 캐릭터, 무생물 캐

릭터, 몬스터형 캐릭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과장되고 왜곡된 신체의 희극성

1) 인간형 캐릭터, 파과드 영주

<슈렉1>에서 큰 웃음을 선사하는 캐릭터로서 파과드 영주가 있

다. 그는 의인화과정이 배제된 캐릭터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등

장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다리와 커다란 머리 등이 일반적인 신체

비율을 크게 벗어남으로서 시각적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거기다 

그는 왕자가 물리쳐야 하는 ‘성을 지키는 용’의 공석을 채우는 

안티 캐릭터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권력과 야망, 그리고 악

독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관객에게 시종일관 웃음을 제공하는 광

대가 된다. 

  

그림 9. 작품의 안티인 파과드 영주의 첫 등장 장면

34) 안영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패러디 전략」, 문학과 영상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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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파과드 영주의 작은 키를 부각시켜 

희극성을 표출하는 장면들

그는 일반적으로 과장되고 희화화되었던 인간형 캐릭터들과 마

찬가지로 신체의 반을 차지하는 머리 크기와 짧은 다리를 가졌

다. 지나치게 작은 키를 콤플렉스로 가진 존재로서 아름다운 공

주와 결혼하는 해피엔딩을 꿈꾸지만 생각처럼 결말을 향해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다. 

그의 첫 등장은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굉장히 의미심

장하다. 악독하고 괴팍한 영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티 캐릭터의 존재감을 내비치면서 그의 신체일부들이 컷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 장면은 바로 그의 지나치게 짧은 키가 부각

되는 화면과 연결되며 웃음을 불러온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그의 권력과 야망에 비해 그를 둘러싸고 펼

쳐지는 상황들이 그를 우습게 만든다. <그림 10>에서처럼 진저 

브레드 맨을 고문하기 위한 고문실에서도 영주의 키보다 높은 테

이블 때문에 잔악한 웃음소리가 우스워지고, 공주를 만나기 위해 

백마를 타고 등장하지만 하인에 의해 들려지는 왜소한 몸을 보면

서 관객들은 웃음이 터지게 된다.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이지만 

신체적 결함을 안고 희극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슈렉4>의‘럼

펠’역시 ‘파과드’영주와 마찬가지로 왜곡되고 과장된 신체를 

가지고 웃음을 선사하지만 ‘파과드’영주보다는 못하다는 의견

이다.   

 

2. 고정관념을 뒤집는 캐릭터의 희극성

디즈니의 헤게모니로서 기능한 동화를 전복시킨 <슈렉>의 세계

에서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새롭게 그려졌다. 주인공을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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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캐릭터로 설정한 것과 더불어 늪지를 찾아온 동화 속 캐릭터

들은 파과드 영주에게 쫓겨나 슈렉의 집 앞에 몰려들었던 그 짧

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어필하며 관객에게 웃음을 던진

다. <빨간 두건>에 등장하는 늑대, 빗자루를 타고 왔다 갔다 하

는 마녀들, 아기 돼지 삼형제, 그저 도둑일 뿐인 로빈후드, 장님

인 쥐 등은 익숙한 비주얼로 <슈렉>이라는 세계 안에서 새롭게 

살아 숨 쉰다. 

이 장에서는 <슈렉>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웃음을 유

발하는 양상이 의인화 과정을 포함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인간형, 

동물형, 무생물형, 몬스터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간형 캐릭터, ‘피오나’, 공주들과‘백설공주 계모’

인간형 캐릭터는 시각적인 왜곡과 과장된 신체를 통해 즉각적

으로 희극적인 감상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장에서 이야기되는 

고정관념에 대한 뒤집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인간형 캐릭터로 

등장하는 여주인공 ‘피오나’ 공주는 기존의 동화 속에 등장하

는 연약하고 청순한 공주가 아니다.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

주>는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질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슈렉> 속 ‘피오나’ 공주는 잠에 빠져 왕자를 기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왕자의 키스를 얻으려 한다. 수동적으로 

왕자의 구출을 기다리던 공주가 아닌 적극적이고 의욕 넘치는 캐

릭터로 바뀌어 있다.  

       

그림 11. <슈렉>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공주의 성격을 벗어난 

‘피오나’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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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을 보면 ‘피오나’ 공주는 스스로 도적들을 소탕하

고 징그러운 뱀이나 개구리를 서슴없이 낚아채 풍선으로 만들기

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인다. 일반적인 동화 속의 상냥하고 여린 

소녀 같은 캐릭터가 아닌 당당하고 개성 넘치며 무술까지 겸비한 

캐릭터가 탄생한 것이다. 더욱이 공주가 몬스터형 캐릭터로 결말

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면서 이

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라고 설득한다.

     

그림 12. <슈렉> 시리즈에 등장하는 전도된 여성 캐릭터들 
  

    

‘피오나’ 공주와 함께 <슈렉> 시리즈에서는 동화 속 공주 캐

릭터들이 고정관념을 뒤집으며 그려지고 있다. <그림 12>에서 확

인되듯이 동화 속 공주들이 무술에 능수능란하고 배짱 넘치며 시

기와 질투를 하는 캐릭터로 재해석되어 그려진다. <슈렉>의 마지

막 장면에는 ‘피오나’ 공주가 던진 부케를 받기 위해 서로 몸

싸움을 하기도 한다. 또한 <슈렉 2>에서 선술집 주인으로 등장하

는 ‘백설공주의 계모’는 남장여자라는 충격적인 비주얼과 함께 

나중에는 주인공의 조력자가 된다는 신선한 감상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2) 동물형 캐릭터‘동키’, ‘장화신은 고양이’,‘용’  

인간형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슈렉> 속에 그려지는 동물형 

캐릭터들 역시 관객들에게 익숙한 설정을 뒤집는다. 더욱이 동물

형 캐릭터들은 의인화 되면서 발생되는 웃음이 더해져 즐거움은 

배가 된다. 

<그림 13>을 보면 왕자를 돕는 백마를 전도시킨 캐릭터이기도 

한 당나귀 동키는 시종일관 시끄럽게 떠들며 주인공 ‘슈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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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왕자를 묵묵히 괴물의 성까지 편안하게 

태워주는 백마의 캐릭터가 조력자인지 훼방꾼인지 알 수 없게 혼

돈을 일으키는 명품 조연이 된 것이다. 4족 보행을 하면서도 주

인공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며 대사가 많다.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서 앉아있는 뻔뻔함까지 가지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동키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배우 에디 머피를 연상시키는 동

키의 생김새다. 동키는 커다란 이빨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얼굴 

근육이 살아있는 캐릭터로 탄생했다.

<슈렉2>부터 등장하는 장화신은 고양이는 2족 보행을 하는 동

물 캐릭터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무술을 할 줄 안다. 주점에서는 

술 대신 우유를 먹으며 인간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급할 때는 역시 4족 보행을 하거나 털을 뱉어내고 발톱을 세워 

적을 공격하면서 동물의 특성을 드러내며 웃음을 유발시킨다. 또

한 아기돼지 삼형제는 <슈렉1>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처럼 모자

를 쓰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기까지 한다. 

    

그림 13. 동물형 캐릭터, 동키, 푸쓰, 아기돼지 삼형제

  

         

<슈렉1>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용이 등장한다. 용

은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왕자가 물리치는 ‘적’이

다. 일반적으로 서양문화에서 나타나는 용은 난폭하고 잔인하다. 

하지만 <그림 14>에 나타나듯이 <슈렉> 속에서 등장하는 용은 첫 

등장 장면의 공포감을 날려버리면서 동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

끼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원작에서는 적이었던 용이 동키와 사

랑에 빠진다는 설정은 철저히 캐릭터를 전도시키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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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동키’와 동키와 사랑에 빠진 ‘성을 지키는 용’ 

3) 무생물형 캐릭터, ‘진저브레드 맨’,‘피노키오’,‘거울’

<그림 15>를 보면 무생물형 캐릭터인 진저브레드 맨이 파과드 

영주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한다. 현실세계에서는 생명이 없는 쿠

키지만 애니메이션 <슈렉>에서는 고문을 당하며 인간과 같은 행

동을 취한다. 파과드 영주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젤리 단추에 

집착을 보이며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한다. 재미있는 점은 인간이

었다면 물이었을 고문이 우유로 대체되고, 다리가 잘려있지만 잔

인하거나 비극적이지 않고, 쿠키라는 특성으로 인해 웃음이 발생

된다는 점이다. <슈렉1>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저브레드 맨은 웨

딩케이크에 올려져있던 ‘파과드’영주의 인형을 케이크 깊숙이 

눌러 넣어 작은 키를 부각시켜버리면서 웃음을 선사한다.  

     

그림 15. 무생물로서 쿠키가 생명력을 가지고

희극적 상황을 연출한다.

또한 <그림 16>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추방되는 과정을 그린 

장면이다. 그 중 나무인형인 피노키오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끼

는 제페토 할아버지에 의해 팔리는 신세다.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순수한 소년 피노키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능청스럽고 짓궂으며 변태적인 성향을 비치기

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계모가 질문을 던지

던 거울 역시 <슈렉>에서는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파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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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질문에 공주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마치 쇼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처럼 말을 한다. 또한 뒤에서는‘파과

드’영주를 무시하면서 그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 등 마법의 거

울이 가진 특유의 신비로움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16. 새롭게 그려진 피노키오와 마법의 거울
  

       

<슈렉>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인공을 뒤바꾸고, 등장하는 

대상의 특성을 교묘히 전도시키고 뒤틀면서 웃음을 유발시킨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낯설게 하기가 신선한 웃음을 유도

하고 있다. 이후 <슈렉>은 인자하다고 알려진 요정 대모마저도 

‘차밍’왕자의 엄마로 그려내며 잔꾀가 밝고 야망이 큰 안티로 

그려낸다. 또한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도전처럼 ‘장화신은 고양

이’에 대한 스핀오프와 캐릭터들의 절묘한 재해석이 시리즈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된다.    

4) 안티의 주체화, 몬스터형 캐릭터 ‘슈렉’

안티는 결국 주체에 대한 타자다. 일반적으로 항상 주인공에 

대항하는 안티였던 몬스터 캐릭터를 주체로 조명한다. 이는 관객

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다. 최근에는 안티의 위치에 있던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어 그려지는 일이 쉽게 보여 지고 있지만 

몬스터 캐릭터인 ‘슈렉’이 주인공으로 설정35)된 것은 획기적이

었다. <슈렉>이라는 작품이 흥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35)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전도된 캐릭터들은 디즈니와 픽사에서 제작된 

<라푼젤(Tangled)>, <메리다와 마법의 숲(Brave)>, <렉 잇 랄프(Reck it 

Ralp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변한 라푼젤과 메리다, 그

리고 타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악당 랄프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점 등은 

드림웍스의 전략을 차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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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활력이 된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다. 항상 주인

공의 적대자로 그려졌던 괴물이 주인공이 된 것이다. 

타자였던 존재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작품들은 영화에서도 확인

된다. <배트맨> 시리즈는 <다크나이트>라는 블록버스터 시리즈로 

제작되어 흥행의 반열에 올라있다. <배트맨>은 과거의 트라우마

를 가지고 있는 반영웅 캐릭터다. 또한 <엑스맨> 시리즈에서도

‘돌연변이’라는 타자가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주인공으

로 그려지며 힘을 얻는다. 혹은 원작에서 악역이었던 존재들의 

비중이 강화되는 양상도 발견된다. <스노우화이트 앤 더 헌츠맨>

의 경우 주변인이었던 사냥꾼의 캐릭터가 가진 비중이 커지고, 

마녀인 왕비가 원작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36)한다. 전도된 캐

릭터로부터 오는 뒤집기와 비틀기가 주는 쾌감이다.  

<슈렉>의 성공은 디즈니의 세계관이 가진 기본적인 플롯을 비

틀고 패러디라는 재치 있는 전략 속에 ‘사랑스러운 녹색괴물’

이라는 전도된 캐릭터를 넣었다는 희극성에서 온다. 괴물이 사랑

스러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괴물이 공주를 구한 영웅으로서 

왕자의 역할을 대신 하는 설정은 결국 이야기의 결말을 뒤바꾸

고, 예상된 결말에 대한 반전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상으로 되

돌아간다. 즉, 언제나 주인공으로서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고 괴

물을 물리치던 왕자 캐릭터가 몬스터로 대치된 것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도전이자 타자로서 위치했던 

대중들의 욕망이 해소되고 재미를 얻는 지점인 것이다.  

몬스터형 캐릭터가 인간형 캐릭터를 대치한 것이 <슈렉>이 가

지고 있는 가장 큰 희극성이다. 더 이상 멋지고 완벽한 왕자님이 

아닌 초록색의 거대한 머리를 가진 오우거라는 종족이 왕자의 위

치에 선 것이다. 더 이상 왕자의 칼끝에 대항하는 괴물이 아닌 

사랑스럽고 귀여운 녹색 괴물이 되어 공주의 사랑 뿐 아니라 대

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얻는다. 나아가 이후 <슈렉> 시리즈에서 

36) 이채론, 「원천콘텐츠 <백설공주>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나는 여성상 변화 연

구 – 영화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5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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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캐릭터가 안티로 기능하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대중

들은 왕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괴물 캐릭터를 응원하게 된다. 

민중의 웃음문화가 가진 전복의 힘과 새로운 창조성이 승전보를 

울린 결과물이다. 

그림17. 사람의 모습에서 괴물의 모습이 된 ‘피오나’ 공주(좌), 

괴물의 모습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슈렉>(우) 

<그림 17>을 보면 몬스터 캐릭터인 ‘슈렉’이 가진 힘이 이야

기의 결말에까지 완벽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

다. 다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관객들의 당연한 예상을 비웃기라

도 하듯이 통쾌하게 괴물의 사랑을 응원하고 손을 들어준다. 관

객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라고 설

득 당한다. 

2001년 <슈렉>이 디즈니월드와 현실 세계를 모두 교묘히 비틀

며 애니메이션 시장에 존재감을 알린 이후, 2004년 <슈렉2>는 당

시 블록버스터였던 <스파이더 맨2>를 제쳤고, 흥행실적 1위였던 

디즈니 <라이온 킹>의 기록을 갱신했다. 이후 2010년 <슈렉 포에

버>부터 단편들까지 <슈렉> 시리즈는 드림웍스의 대표 애니메이

션으로 자리하고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희극성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부족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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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이라

는 장르가 가진 희극성의 이해와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애니메

이션에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희극적 요소로서 캐릭터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슈렉>을 집중해 다룬 것은 

드림웍스라는 제작사가 <슈렉>을 제작할 때 사용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웃음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슈렉>은 월트 디즈니사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를 패러디하고 있

고,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유희적 변형37)이기 때문에 웃음을 유

발한다. 하지만 <슈렉>은 단순히 패러디만을 통해서 웃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았다. 원작에 대한 변형과 함께 <슈렉>은 우리

에게 이미 익숙한 고정관념과 동화라는 이데올로기를 비틀고 전

복시키면서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었다. 이는 베르그송

이 분석한 희극성이 유래되는 세 가지 방법 중 반전이다.     

애니메이션을 보고자 하는 수신자들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을 보고자 한다고 전제하였다. 관객들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상

상으로서 현실법칙을 전복시키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의 연출

이 활용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에 활용

되는 캐릭터의 분류인 인간형, 동물형, 무생물형, 몬스터형을 중

심으로 희극적 캐릭터가 가진 특성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바탕으로 <슈렉> 안 캐릭터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슈렉> 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희극적 생명력은 첫째로 

우선 ‘파과드’ 영주라는 인간형 캐릭터는 신체를 왜곡시키고 

과장시켜 시각적인 재미를 연출하고 그에 상반되는 상황을 연결

하여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둘째로는 작품의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전도된 캐릭터의 희극적 연출이다. 이는 인간형 캐릭

37) 패러디는 상황에 따라 ‘변형’의 의미, 다른 한편으로는 ‘모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즈네트(G. Genette)에 따르면 변형이란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

에 유희를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모방이란 문체나 표현양식을 유희의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즉, 패러디는 이미 존재하는 작품의 

유희적 변형을 뜻한다, 김영순 외, 『패러디와 문화』,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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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동물형 캐릭터, 무생물형 캐릭터, 몬스터형 캐릭터 유형 모

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분석된 캐릭터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캐릭터 유형 작품 속 캐릭터 희극성이 나타나는 방법

인간형 

캐릭터

‘파과드’ 영주 신체의 왜곡과 과장 

‘피오나’ 공주

고정관념의 탈피공주들과 백설공주의 

계모

동물형 

캐릭터

당나귀, ‘동키’ 

캐릭터의 의인화, 

고정관념의 탈피

장화신은 고양이 

‘푸쓰’

성을 지키는 용

동화 속 동물들

무생물형 

캐릭터

진저브레드 맨

피노키오

마법의 거울

몬스터형 

캐릭터

‘슈렉’
안티의 주체화, 동화의 

재해석 
몬스터가 된 

‘피오나’ 공주

표 1. <슈렉>에 나타난 캐릭터의 희극성

드림웍스의 대표적인 흥행작인 <슈렉>에 나타나는 안티디즈니

적 성향은 드림웍스 제작사가 가진 디즈니에 대한 전복적 상상이

었으며, 여기서 파생된 패러디와 전도된 캐릭터의 양상이 스토리

텔링 전략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가진 희극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도 대중

적인 애니메이션의 자립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개발과 캐릭터 

발굴에 대한 확장된 담론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본 논문은 희극성

이 결국은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늪지에 사는 오우거가 ‘사랑스러운 녹색 괴물’이 되어 <슈



172

렉>이라는 성공적인 콘텐츠로 탄생되었으며, <슈렉> 이후, 드림

웍스에서 제작된 작품들에서 나타난 캐릭터들의 성격은 일반적 

통념을 교묘히 비튼다. 뚱뚱한 영웅 <쿵푸팬더>와 서양에서 가지

고 있는 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뒤바꾼 <드래곤 길들이기> 

등 부정적 존재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탈바꿈하면서 매력이 증

폭되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드림웍스의 이러한 행보는 스핀오프라는 하나의 전략으로 구현

되기도 한다. <슈렉>이라는 흥행작품 속에 자리한 조연이었던 

<장화신은 고양이>는 그 캐릭터가 가진 인지도와 매력을 활용, 

스핀오프 되어 2012년 개봉되었다. 당시 <미션 임파서블>을 2위

로 내리는 기염을 보인 <장화신은 고양이>는 동화 ‘장화신은 고

양이’와 ‘잭과 콩나무’, 그리고 ‘험프티 덤프티’라는 서양 

고전 캐릭터를 혼성 모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패러디의 발전된 전략으로 여겨진다. 2013년 개봉된 

<터보> 역시 달팽이는 느리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자동차 경주

에 출전시킨다. 이처럼 현실 법칙을 뒤집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발상이 재미있는 소재를 기획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전복적 상상

을 통한 희극성이 결국은 웃음을 위한 기획으로 연결된 지점이라

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자세가 향후 한국의 극장용 애니메이

션 뿐 아니라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체계적인 캐릭터 

기획의 포맷을 구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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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Animation Comicality, Characters in <Shrek>

Lee, Chae-Ron 

In animation, ‘laughter’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fun.  

Dreamworks' animation <Shrek> is a successful popular animation.  It 

has four series and spin-off animations, and settled as a successful 

case that created fun with strategic use of parody throughout the 

productions.  Most preceding studies on this animation have focused 

on its humor, parody, and satire.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discussed its independent comedy as a piece of animation that 

satisfies the needs of public.  This study considered that viewers' 

desire to watch an animation comes from their fantasies to discuss 

the comedy of <Shrek> based on its animated characters.  

Animated characters communicate with the public with wits that 

ignore the rules of reality.  The characters that do not exist in 

reality are created and animated to turn the world of reality upside 

down.  The comedy in <Shrek> comes from the entertaining deformation 

of the society's fixed ideas and prejudices.  It is a fun variation 

of the ideology behind fairy tales created by the Disney animations 

to challenge Disney in the animation market in reality, and twisted 

the world of fairy tales in the story to quench the thirst of the 

public.  'Shrek', a monstrous character,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ory.  A monstrous character that always played an anti-role has 

become the main character to break the rule of fairy tales.  This is 

the subjectivation of anti-character.  Second, it is a new 

anti-character with an exaggerated and distorted body.  Lord 

Farquad, who looks abject compared to the monstrous character for a 

person with so much power and ambition, brings laughter.  Third, it 

is the variation of various characters from fairy tales.  The 

conventional fairy tale characters, both animals and non-living 

things, come out of the box and appear as humorous characters that 

bring life to the story.  

<Shrek> uses comedy characters in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the fixed ideas, prejudices, and ideologies of the real world 

created by fairy tales.  I hope that it helps Korean animations 

establish a successful format for creating characters that bring 

life to the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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