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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중영상매체인 애니메이션은 계층, 나이, 국가를 초월한 범세계적 수요에 기반

하며 그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대중문화에 있

어서 애니메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성의 회복’ 이

라는 성찰적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의 역할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토의가 필요한 시

점이라 사료된다. 이에, New York Times등 많은 언론으로부터 성공적인 교육 모

델로 주목받고 있는 몰몬교 학교인 BYU(Brigham Young University)의 건전한 윤

리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학생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첫째, 애니메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1)폭력성, 2)과다한 선정성, 3)문화

간 정체감의 혼란, 4)성차별, 5)왜곡된 역사관을 기준으로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둘째, BYU의 몰몬교에 바탕한 청교도정신과 애니메이션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학생 애니메이션 13편의 연출적 특성에 대해 사례

조사를 진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작품은 코믹장르로

써 어린이 및 동물 캐릭터를 중심으로 가족적이고 서정적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토리 구성에 있어서 우연적·우화적인 사건 전개방식으로 

연출되었다. 둘째, 종교학교인 BYU의 종교정신과 다학제적 교육방법이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에서 윤리적인 표현기법과 기술적 완성도로 연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용학문 분야인 애니메이션 교육의 윤리성 회복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 제시와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건전한 가치관이 어떻게 내재되는지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윤리적 기능, 브리그험 영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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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중영상매체인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그 사

회문화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분야는 산업사회의 시장논리에 의해 대중소비가 요구하는 쾌락

적, 자극적 내용을 담는 애니메이션이 증가하며, 그 부정적 영향

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애니메이션 교육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BYU (Brigham Young 

University)의 건전한 윤리적 가치관과 애니메이션 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한 문헌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애니

메이션 영상작품 13편에 대해 윤리성 표현의 5가지를 기준으로 

사례 분석코자 한다. 이는, New York Times등의 언론에서 건전한 

가치관이 투영된 BYU 애니메이션과 학생 작품에 대해 격찬하였으

며, Pixar 등 유명 메이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졸업생 채용으

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BYU 애니메이션과의 교육적 

철학 그리고, 학생들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사례 분석하여 

그 윤리적 표현과 연출적 특성이 어떻게 내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BYU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윤리성 추구 관점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홍산, 신정은(2001), 최성락, 박경래, 노우

영(2008), 유홍식(2003), 이영(1998) 등에 의해 대중 영상미디어

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많은 토의가 이

루어져 왔으나, 애니메이션 영상 중심의 분석과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애니메이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영상제작에 있어 윤리성의 

유무와 관련한 표현기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

구의 전개는 첫째, 대중문화 속 애니메이션의 비윤리적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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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해석적·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다섯 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BYU대학교의 종교정신과 애니메이션과의 교육과

정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셋째, BYU 학생들의 애니

메이션 작품 13개에 대해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BYU의 

교육방법과 애니메이션 제작의 연출 방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애니메이션 교육과 윤리적 가치와의 연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

는 유의미한 연구라 사료된다.   

Ⅱ. 본론

길희성 (53)은 ‘윤리학의 근본과제는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규범

적 작업에 있다’1)고 하였다. 이는, 20세기 이후 과학기술 문명

의 발전에 따른 실증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전통적인 윤리의 퇴보

를 야기하였고, 특히, 목적지향적인 물신주의와 상업성은 비윤리

적인 대중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리는 사물의 질

서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개인 간의 질서, 공동체간의 질

서 등 상호작용성에서 성립되며 공존성에 바탕 함을 알 수 있다. 

욕망성취를 위한 자기중심적 행위와 사고는 공존의 원리를 깨뜨

리게 되며, 이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 이에 대해 근대 서

구의 윤리 이론들은 ‘공동체주의 윤리설’을 통해 보편적 도덕

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으며2) 공동체주의 윤리설은 최대다수의 최

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연계된다. 윤리의식은 자신과 타

인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이 부합하는 행위와 사고로써 공

공성과 상호공존의 원리에 바탕한다. 맥루한(1964)은 ‘우리가 

보는대로 우리는 된다(We become what we behold)’3) 라고 하며 

1) 길희성, “현대 윤리학의 위기와 상호의존의 윤리“, 서강인문논총, 
Vol.11,(2000, 1), p.53.

2) 길희성, 앞의 책, p.53.

3) McLuhann, Marshall,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tion of Man. 

McGraw Hill: New York, pp. 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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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스미디어의 파급력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대중영상매체

는 반복적으로 수용자의 사고와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 파급력이 큰 애니메이션의 비윤리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중문화 속 애니메이션의 비윤리적 기능

김홍산, 신정숙(2001)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고 말초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

적인 내용으로 대중을 유혹하고 있다’4)고 하였다. 이러한 대중 

매체성은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

면구성을 통해 대중문화 소비를 유도한다. 최성락, 박경래, 노우

영(2008)은 솜머(Somer, 1976)를 인용하여 ‘대중매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판 없이 유입되어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폭력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시킨다’5)고 

하였다. 이는, 대중매체에서 양산되는 폭력적 장면의 설정이 청

소년과 어린이들의 윤리적 가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

며, 폭력의 노출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공격성 증가에 대해 정

적 상관관계(positive  corelation)가 형성된다.6)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통해 표현되는 폭력은 실제의 폭력과 달리 그 허구성에 

의해 폭력의 심각성이 감쇄되며, 코믹적 상황과 혼합된 폭력성의 

부정적 영향은 극대화된다. 

4) 김홍산, 신정숙, “한국의 대중문화에 Animation Character가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 디자인학연구, Vol.14, No.2(2001, 5), p.149.
5) 최성락, 박경래, 노우영,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08, 13), p.183.
6) 유홍식,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3, 7),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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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톰과 제리, 1940>(좌), <네코지루-소우-Cat Soup,2001>(우)

<그림 1>(좌)의 디즈니 전통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1940> 의 

한 장면에서는 제리(쥐)가 톰(고양이)의 꼬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폭력적 상황이 희화화되어 연출되고 있다. 또한 <그림 1>(우)의 

일본만화 <네코지루-소우-Cat Soup, 2001>에서는 드릴로 인형을 

자르고 피가 솟구치는 장면으로 매우 잔인한 행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귀여운 스타일의 캐릭

터이지만, 그 행위와 도구사용에 있어서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

다. 이러한 잔인한 장면은 애니메이션의 과장성과 허구성에 의해 

그 위험성이 오락화되며, 관객은 이를 가감 없이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폭력성에 대해 이영(1998)은 ‘선의의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많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

를 전달’7) 한다고 하였다. 이는, 폭력행위에 내재된 또 다른 위

험성으로써 갈등해결과 선을 위한 폭력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

여하여 그 결과에 대한 폐해는 생략되고 폭력에 대한 실제적 판

단을 흐리게 한다. 윤호진(2006)의 ‘KBS 및 케이블 채널인 투니

버스에서 상영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내용’의 연구결과를 참

고하면, 3분에 한번 꼴로 폭력 관련 행위가 상영되었으며, 그 폭

력의 유형은 희화화된 폭력(37%), 구체적 폭력행사(34%), 주변 

대상물 파괴(17%), 위협적 언어의 사용(12%) 순으로 분석 되었

다8). 이는 폭력적 장면의 연출 횟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내

7) 이영, “TV만화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2(1998, 4), p.183.

8) 윤호진, “해맑은 동심을 압도하는 과도한 폭력성”, 신문과 방송,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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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 전개에 있어서도 폭력행위나 위협적 언어가 오락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 빈번히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은혜, 오진희(2014)는 ‘애니메이션은 (중략) 실사영화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표현까지 가능하게 하여 더욱 특별한 자극을 제

공한다’9)고 하였다. 특히, 선정적 표현은 실제에 대한 연상작용

과 상상적 표현의 결합으로 보다 자극적인 화면을 연출한다. 최

은혜, 오진희(2014)는 애니메이션의 선정적 표현의 수위에 따라 

소프트 코어 포르노 (soft-core pornography)와 하드코어 포르노

(hard-core pornography)로 분류하였다. 소프트 포르노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다소 완화된 표현인 반면, 하드코어 포르노

는 노골적인 신체의 노출과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며, 

왜곡되고 퇴폐적인 상황을 연출한다.10) <그림 2>(좌)의 <큐티하

니, 2004>에서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신체의 노출이나 <그림 2>

(우)의 <크림 레몬, 1984>에서 미성숙한 소녀의 목욕 장면 등 왜

곡되고, 비정상적인 성 욕구를 부추기는 환타지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림 2. <큐티하니, 2004>(좌), <크림 레몬, 1984>(우)

이러한 하드코어 포르노 그래픽의 표현방법은 여성 캐릭터의 

과다한 신체적 노출과 캐릭터 간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묘사된다. 이는, 실사영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이 갖는 환상성을 

p.52.

9) 최은혜, 오진희, “일본의 성문화를 통해 본 포르노그래피 애니메이션의 선정

성”,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36(2014, 9), p.283.
10) 최은혜, 오진희, 앞의 책,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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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다 선정적인 영상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매체의 반복되는 선정적 연출로 인해 여성은 성 욕망의 대상으로 

타자화 되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고착화 될 수 있다.  

1930년대 애니메이션의 초기단계부터 그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

해 많은 논란이 시작되었다. 디즈니 영화 비판론자들은 ‘애니메

이션 영화가 (중략) 세계관, 가치관, 관념, 사회적 역할 등을 교

육시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위와 기능을 행사’11)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백인 중심의 사회계층화, 보수적인 가족주의, 

소비중심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등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속

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미국 문화 중심주의를 부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히어로 액션물인 <수퍼맨>과 <배트맨>에서부터 <인크레더

블, 2004>과 <메가마인드, 2010>등에 이르기까지 헐리우드 애니

메이션은 세계적 유통망을 통해 그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

다. 또한, 헐리우드 중심의 애니메이션을 통한 타문화에 대한 묘

사를 보면, 중국전통 역사를 소재로 제작한 디즈니사의 <뮬란, 

1998>을 들수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헐리우드적 왜곡’이라고 반발하였다.12) 이는, 뮬란에서 등

장하는 중국인의 모습이 가는 눈과 튀어나온 광대뼈를 강조하는 

관념화된 서구시각 중심의 동양여성의 이미지로 묘사되었으며, 

등장 캐릭터들의 복장은 일본전통과 뒤섞여 당시 중국전통과 문

화를 왜곡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쿵푸

판다, 2008> 또한 중국 전통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었는데, 극 중 

주인공인 포는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제스쳐나 말투는 전형적인 미국 헐리우드의 액션 배우를 연

상케 한다. 이에 대해 이현석(2012)은 ‘뚱뚱하고 게으른 판다 

곰인 포의 외형과 잭 블랙의 개성적 특성이 일체화되어 새로운 

캐릭터로 창조 되었다’13) 고 하였다. 이는, <뮬란, 1998>에 비

11) Giroux, Henry A., “Disney, Southern Baptists, & Children's Culture: 

The Magic Kingdom as Sodom and Gomorrah“, Z Magzine, 10: 9, 1997.
12) 王志敏, 中國電影: 傳統文化與全球化趨勢, 北京電影出版社, 200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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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 전통 요소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다 밀도 있게 구현하지

만, 캐릭터의 행위와 대사는 미국 코믹액션 배우의 특성이 그대

로 연출됨으로써, 헐리우드적 코드가 은연중에 내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뮬란, 1998>(좌), <쿵푸판다, 2008>(우)

이는 미국 헐리우드식 표현에 익숙한 세계 관객은 이를 사실로 

받아드리며, 이로 인해, 왜곡된 문화정체성이 세계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제기된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문화정체성의 

왜곡은 특정 국가나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거나, 자

의적 시각에서 타문화를 해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영상을 연출함

을 알 수 있다. 

최은혜(2014)는 ‘성적 표현의 주체가 남성의 시선인 영화에서 

여성은 응시의 대상이며 객체일 수밖에 없다’14)고 하였듯이, 여

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는 남성 지배문화와 여성에 대한 억압으

로 표출된다. 이러한 요소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기존 봉건적 

사회질서에 바탕하며 매스 미디어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성역할 

구분을 지속적으로 재생산 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을 강

화한다. 이정아(1998)는 여성은 인내와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수

행하며, 이로 인해 남성이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도 그것은 도덕

적 아름다움으로 미화’15) 된다고 하였다. 전통 디즈니 애니메이

13) 이현석, “중국문화원형이 재창조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의 재현 기법

에 대한 탐구 :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판다'를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

문집, Vol.10, No.3(2012, 2), pp.34-35.
14) 최은혜, 오진희, 앞의 책,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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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 등장하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은 아름답고 연약한 여성 

이미지로 묘사되며 남성에 의존적 캐릭터로 연출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는 정형화되고 

관념화되며 이는, 사회적 가치체계로 연계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

적 인식을 야기하게 된다. 심영희(1992)는 ‘여성의 열등한 위치

가 (중략) 남성우의의 사회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분배되

었다’16)고 하였다. 이는, 남성중심적 사회체계와 봉건적 성차별 

의식은 사회역사적 산물이며,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 영상 매체

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 

역할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사회화되는 것으로써, 

가정교육, 사회속의 상호작용, 특히, 애니메이션 속 올바른 여성 

캐릭터의 성격과 행동의 연출을 통해 여성은 하나의 인격적 주체

로써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고경일(2008)은 역사에 대해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과 근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17)고 하였다. 하지만, 특정 역사의 사실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을 통해 객관성을 

벗어난 내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 표세만(2014)은 일본의 고

바야시 요시노리의 출판만화 <전쟁론, 1998> 에 대해‘고바야시

는 기존의 대중매체 대신에 청소년에게 익숙한 만화를 이용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정치적, 역사적 문맥을 지워버린

다’18)고 하였다.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쟁론, 1998> 에서는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며, 전쟁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 하는 등 오히려 일

본을 전쟁 피해자로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 

15) 이정아, “디즈니 만화영화에 나타난 성과 사랑“,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2(1998, 4), p.103.

16)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1992, p.187-188.

17) 고경일, “일본 만화의 역사왜곡에 대한 고찰“,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09, 12), p.28.

18) 표세만,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만화 『전쟁론』 (戦争論)의 설

득력 : 현대 일본 대중문화 속 우익사상“, 아시아문화연구, (2014, 3),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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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메탈패닉, 2002> 1편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자국

중심의 정치적 해석을 드러냈으며, 1904년의 러일전쟁을 배경으

로 한 <라임색 전기담, 2003>에서는 일본 미소녀들이 악마에 비

유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내용으로써, 특히, 전쟁발발의 역사

적 배경과 그 원인을 왜곡시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림 4. <전쟁론, 1998>에서 대동아전쟁은 숭고한 싸움이라고 묘사한 

장면(좌)19), <라임색 전기담, 2003>의 등장 캐릭터들

표세만(2014)이 ‘창작주체의 균형 감각이 컨트롤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작가의 정념만이 앞질러 나갈 때 만화의 리얼리티

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20)고 하였듯이, 오락성과 창작성에 기반

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이유로 역사를 변형한다 할지라도, 애니

메이션이 갖는 파급력과 그 반복된 주입에 의해 잘못된 역사관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이는 대중예술매체가 

자국 중심주의와 민족주의적 성향에 바탕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

된다면, 애니메이션은 선전도구로 전락되고, 객관적 역사에 대한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 

앞선 문헌조사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역기능에 대해 요약하면, 

첫째, 애니메이션 속 ‘폭력성’은 스토리 구성과 상황연출에 의

19) 출처: 한정선,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듬, 고바야시 요시노리『전

쟁론』의 언설과 이미지, 일본비평 10호, (2014, 2), p.199.   

20) 표세만, 앞의 책,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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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폭력이 미화화, 희화화, 정당화 되며, 그 표현은 구체적 폭력

행사, 주변 대상물 파괴, 위협적 언어의 사용으로 표출된다. 둘

째, 영상 속 ‘선정적’은 여성의 노출수위에 따라 소프트 코어 

포르노 (soft-core pornography)와 하드코어 포르노(hard-core 

pornography)로 분류되며, 내용에 있어 혼외정사, 혼전 성접촉, 

미성숙 소녀의 성 접촉 등 퇴폐적이고, 왜곡된 성을 연출한다. 

셋째, ‘문화간 정체감의 혼란’은 특정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애

니메이션을 통해 유포하거나, 타 문화권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넷째, ‘성차별’은 전통적인 

남성중심주의가 바탕이 된 헤게모니적, 마초주의적 남성성이 드

러나는 서사구조와 상황설정을 통해 여성을 차별하는 반 휴머니

즘적 구성으로 드러난다. 다섯째, ‘왜곡된 역사관’은 정치적 

목적이 바탕이 되어 일반보편의 상식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는, 역사에 대한 편견과 잘

못된 역사의식을 고착화 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2. 사례 연구- BYU 애니메이션 학과의 교육과정 및 애니메이션 

작품   

1) BYU 애니메이션 학과의 교육과정

브리검 영 대학교 (Brigham Young University)는 미국, 유타주 

프로보(Provo)에 소재한 몰몬교(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학

교이며, 브리그엄 영 아카데미를 모태로 하여 1875년에 설립되었

다. 브리그엄 영 대학교의 팔코너 박사는 ‘몰몬교회의 존재이유

는 하나님의 자녀, 교도들을 돌보는 것을 이념의 바탕’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자율성 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며, 신학적 교리보다 신앙의 실천을 강

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몰몬경에 바탕한 BYU는 보수적 규범

에 바탕한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며, 타종교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개방성, 범인류적 인도주의에 바탕한 이타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몰몬교 정신은 학교의 건학이념으로써 학생들에게 철저한 청교도 

정신을 강조한다. 이는, 학교 내 명예규율(Honor code)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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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바른 복장을 기본으로, 혼전, 혼외 성관계, 음주, 마약복

용, 학업 부정행위 등을 금지하는 엄격한 도덕적 규범으로 드러

난다. 이에 연계되어 학생들은 교회예배 참석, 해외선교활동, 공

통 교양과목으로 몰몬경 이수 등을 실행하며, 특히, BYU의 대학

원생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기혼자로서, 가족과 교인을 중요시하

는 몰몬경의 전통과 명예규율을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문화 환경

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BYU는 2010년 애니메이션 교육의 다학제적 구성을 위해 

'Center for Animation'을 설립한다. The Ira A. Fulton Colleg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공대), the College of Fine 

Arts and Communications(예술대), the College of Physical and 

Mathematical Sciences(물리수학대)의 세 개 단과대학으로 구성

하여, 예술과 기술 그리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

고, 융합적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 파트로부터 필요

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 과

학 지식 관련 38시간, 비쥬얼 아트 관련 21시간의 수업을 통하여 

융합적 지식과 제작관련 실무를 익히고 있다. 2014년 애니메이션

과의 교과 편성현황을 보면, 4년 8학기 동안 38개 교과목을 이수

하게 되어있으며, 몰몬경 관련하여 Book of Mormon등 3개 교과가 

있으며, Media Arts History 1 등 이론 및 예술 교과 15개 

(40%), Lighting for 3D Graphics 등 실습교과 13개 (34%), 그 

외 기타교과 10개 (26%)로 구성되어 있다.21) 이는, 실무가 중시

되는 분야지만 이론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 예술교

과 등 애니메이션제작 관련한 기본 소양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진은 Motion picture studios, Dream Works 

Animation, SKG, Digital Domain 회사의 실무진과 주기적인 화상

대화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련한 여러 가지 최신 실무 기

술과 제작방법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이러한, 산학의 유대감은 

학생들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학과의 특

21) http://registrar.byu.edu/advisement/pdf/14/4880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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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여타 대학과 유사한 교육시스템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하는 실용교육에서의 윤리성 구현은 교수진과 학생들의 자발적

인 윤리의식의 실천에 있다.   

Animation Center의 책임교수 R. Brent Adams는 애니메이션 교

육과 제작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철

학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현대의 많은 영상이 비타협적이고, 반 

인류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BYU 학

생 Strong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영상은 청소년기 시절의 영

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며, 영화 속 연출이 현실에 투사되어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BYU 학생 스스

로 애니메이션의 윤리적 기능에 대해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이러한 건전한 사고는 작품 제작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R. Brent Adams는 이러한 비윤적인 사회문화현상의 흐름에 

대한 실천적 행동으로, 건전한 오락(Clean entertainment) 문화

의 형성을 위해 '가족 중심(family-friendly)'의 애니메이션 제

작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문화기류에 

대한 성찰의지로써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주제와 소재의 선정

에 있어서 건전한 내용을 담고자 시도함을 알 수 있다. BYU의 몰

몬교의 종교성에 바탕한 윤리적 가치관이 학생과 교수들의 세계

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분위기는 실무 제작 중심인 애니메

이션 교육에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BYU 건전한 작품성은 헐리우드에 신선하게 어필되

어 있으며, The New york Times의 신문 기사 제목 ‘When 

Hollywood Wants Good, Clean Fun, It Goes to Mormon Countr

y’22)로 만 보아도 BYU 애니메이션과의 종교적 정신을 바탕한 전

인적 교육이 산업계와 언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은 2003년부터 Oscars가 주최하는 Student 

Emmys(미국 대학 에미상) 와 Student Academy Awards (학생영화

22)

http://www.nytimes.com/2013/05/26/magazine/when-hollywood-wants-good-cle

an-fun-it-goes-to-mormon-country.html?pagewanted=al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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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에 학생 애니메이션 작품이 매년 수상하였으며, 또한, 

Sundance, Cannes, Annecy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당

선되는 성과와 함께 학과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BYU의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면, 첫째, 이론

과 실습의 균형 있는 교과구성과 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인 교육시스템, 그리고, 메이져 스튜디오의 현장실무자

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둘째, 학교 내의 명예규율

에 의한 실천적 윤리와 보수적인 청교도적 문화 환경아래서 교수

와 학생 스스로 윤리적인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건전한 내용과 

표현방법을 통한 작품 제작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례 대상 및 분석 툴 도출

대중문화에 미친 애니메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앞선 선행

연구를 통해 1)미화된 폭력성, 2)과다한 선정성, 3)문화간 정체

감의 혼란, 4)성차별, 5)왜곡된 역사관의 5가지로 유형화 하였

다. 첫 번째, 폭력성에 대한 기준은 윤호진(2006)과 이영(1998)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구체적 폭력행사, ②주변 대상물 파

괴, ③위협적 언어의 사용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두 번째, 과다

한 선정성은 최은혜, 오진희(2014)의 ①소프트코어 노출, ②하드

코어 노출을 차용하였으며, 세 번째, 문화간 정체감의 혼란은 이

현석(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특정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 및 타

문화에 대한 왜곡된 묘사를 기준하였으며, 네 번째, 성차별은 최

은혜(2014), 이정아(1998)의 선행연구를 바탕하여, 남성 지배적 

서사구성과 상황연출로 하였으며, 다섯째, 왜곡된 역사관은 고경

일(2008)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치적 의도에 바탕한 역사를 왜곡

하는 상황연출로 세부 기준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의 분석기준

은 애니메이션의 5가지 윤리적 역기능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접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애니메이션의 5가지 윤리적 순기능’을 

도출하였다. 다섯 가지 순기능은 1)비폭력성, 2)건전한 성문화, 

3)문화 정체성, 4)성평등, 5)올바른 역사관으로 분류하며, 이 윤

리적 순기능의 요소를 사례분석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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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5가지 

윤리적 역기능]

1) 폭력성: 구체적 폭력행

사, 주변 대상물 파괴, 위

협적 언어의 사용 

2) 과다한 선정성: 소프트

코어 노출, 하드코어 노출

3) 문화 간 정체감의 혼

란: 특정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 및 타문화에 대한 왜

곡된 묘사

4) 성차별: 남성 지배적 

서사구성과 상황연출

5) 왜곡된 역사관: 정치적 

의도에 바탕한 역사를 왜

곡하는 상황연출 

[애니메이션의 

5가지 윤리적 

순기능]

1) 비폭력성 

2) 건전한

   성문화

3) 문화정체성  

    인식

4) 성평등

5) 올바른

   역사관 

[사례대상 및 

분석요소]

[BYU 학생들의 

애니메이션 

13편 작품]

1) 장르

2) 등장   

캐릭터의 행위

3) 상황연출

4) 스토리 구성

표 1. 사례분석 기준 도출 과정

이에 따른, 사례대상 애니메이션 작품의 구체적 분석 요소는 

1)장르, 2)등장 캐릭터, 3)상황연출, 4)스토리 구성으로 기준하

였다. 이 네 가지를 분석 요소한 이유는 첫째, 플롯, 등장인물의 

유형, 촬영기법 등 영화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서는 장르의 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영상의 주요 스토리 전달은 

캐릭터의 연기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캐릭터로 선정하였다. 

등장 캐릭터의 행위와 기능 그리고 캐릭터 간의 관계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백봄풀, 이석호(2011)23)의 연구에서 

다룬 프롭의 민담형태론에 기초한 등장 캐릭터의 행동유형을 참

고하여, 영웅에 해당하는 주인공,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 주인공

23) 백봄풀, 이석호,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주 캐릭터에 

대한 보조캐릭터의 역할 유형 분석“, 디자인지식저널, Vol.20, (2011. 

12),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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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치하는 적대자, 주인공을 행동하게 유발하는 동기유발자로 

유형화 하여 접근한다. 셋째, 영상작품에서는 감독의 연출에 의

해 극의 스토리와 내재된 의미를 시각영상화 하게 된다. 상황연

출은 연기, 장치, 음악, 조명 등 총체적인 예술적, 기술적 조작

에 의해 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표현은 윤리성 

유무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스

토리 구성은 작품의 전체적 서사의 흐름과 이야기의 대립구조 그

리고, 캐릭터의 역할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YU의 Department of Visual Arts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애니메

이션 영상에 대한 사례조사는 미국 대학 에미상(Student Emmys 

Awards)과 학생 아카데미 수상(Student Academy Award) 수상작을 

중심으로, 13편을 사례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국제적 명성이 있

는 학생부분 수상으로써 작품의 질적 수준이 검증된다 하겠다.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애니메이션 작품은 <Owned, 2014>, <Chasm, 

2013>, <Estefan, 2012>, <Butcher'd Meat, 2012>, <Dreamgiver, 

2011>, <X-ing, 2009>, <Kite, 2009>, <Pajama Gladiator, 

2008>, <Las Pinatas, 2006>, <Turtles, 2006>, <Noggin, 2005>, 

<Petshop, 2004>, <Lemmings, 2003> 으로 총 13개 단편 애니메이

션 작품이다.   

3) 사례분석 결과

작품의 성향을 보면 <Owned, 2014>등 10편이 코믹장르이고, 

<Dreamgiver, 2011>등 2편은 판타지, <Pajama Gladiator, 2008>

의 1편은 액션, <X-ing, 2009>의 1편은 순정 장르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사구조에 있어서 캐릭터간의 갈등이 깊거나, 무거운 주

제가 아닌 일상생활이나 상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동화적 이야기

를 구성하고 있다. <Owned, 2014>에서는 덩치 큰 개구쟁이 소년

과 아기가 온라인상에서 액션 게임을 벌이게 되는 스토리로써, 

아기는 게임기를 장난감 다루듯이 두드리지만, 이를 통해 우연히 

이기게 되는 이야기 설정이다(참고 <그림 5>(좌)). 게임세계 실

력자인 소년은 다소 불량스러운 외모와 달리 인터넷 게임에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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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안되자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코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Pajama Gladiator, 2008>는 어린 소년이 환상에 빠져 원형경기

장에서 괴물 검투사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겁먹은 소년의 타월이 

우연히 덩치 큰 외눈박이 괴물의 눈을 가리며 당황한 괴물을 이

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참고 <그림 5>(우)). 외눈박이 괴물

의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이러한 우연한 사건으로 인

해 오히려 겁을 먹게 되고, 장난스러운 소년이 오히려 괴물을 몰

아붙이는 사건의 의외성에 의해 코믹한 효과로 반전되고 있다. 

이는 김지홍(2012)이 ‘(애니메이션은) 우연성에 의한 진행이 흥

미를 더욱 유발 시킨다’24)고 하였듯이 상황의 우연적 전개를 통

해 내러티브의 오락효과를 더하고 있다. 폭력성과 연관 있을 법

한 캐릭터의 외모와 달리 불량스러운 소년과 외눈박이 괴물 캐릭

터의 우스꽝스러운 행위와 상황 연출에 의해 유쾌한 웃음을 유도

하고 있다. 

그림 5. <Owned, 2014>(좌), <Pajama Gladiator, 2008>(우) 

이는 톰과 제리, 네코지루의 캐릭터 보다 훨씬 투박한 외모의 

캐릭터로 디자인되었지만, 스토리와 그 행위에 있어서 폭력성이 

배제된 희극적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희극적 구성의 애니메이션은 캐릭터의 과장된 몸짓과 표정 그리

고, 우화적, 우연적 상황설정을 통해 사건을 반전시키고, 흥미를 

배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롭의 민담형태론에 기초한 등장 

캐릭터의 행동유형을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 주인공에 대해 악

24) 김지홍,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에 

관한 애니메이션의 우연성을 통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Vol.15, 

No.3(2012, 가을),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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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경쟁적 역할의 적대자에 해당하는 캐릭터 설정이 

<Dreamgiver, 2011>의 괴물, <X-ing, 2009>의 주인공을 유혹하는 

여성 개미핥기, <Turtles,2006>의 낚시 경쟁을 하는 거북이들, 

<Noggin, 2005>에서는 형태가 다른 원시인들, <Petshop, 2004>에

서는 털실쥐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마뱀 등 5편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이러한 적대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은 주인공과 극

한 대립이나 갈등을 형성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건은 코믹하게 

갈등이 해소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는 <Dreamgiver, 2011> 등 4

편으로 드러났으며, 주인공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유발의 캐릭

터가 나온 경우는 <Estefan, 2012> 등 4편에서 등장하였다. 13편

의 작품 중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동기유발자의 캐릭터 구성

이 갖추어진 작품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캐릭터간의 복잡한 관

계성에 의한 서사 구성이 아닌 주인공 중심의 단조로운 이야기 

전개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Dreamgiver, 2011>(좌), <Turtles, 2006>(우)

13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면, <Dreamgiver, 2011> 등 다

섯 편에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였으며, <Petshop, 2004> 등 

일곱 편에서는 다양한 동물과 요정 캐릭터가 등장하였다. 

<X-ing, 2009>의 개미핥기, <Petshop, 2004>의 털실 쥐, 

<Lemmings, 2003>의 나그네 쥐, <Turtles, 2006>의 거북이 등 동

물캐릭터에 대해 사실적 묘사보다는 동화적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현대 캐릭터의 트랜드를 반영하였다. 이는, 어린이나 문화할인율

이 높은 동물 캐릭터를 이용하여 가벼운 웃음을 추구하는 이야기

를 연출함을 알 수 있다. 전체 13편에서 캐릭터 간의 대립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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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물리적·언어적 피해를 주

는 캐릭터의 행위는 없었으며, 대부분 코믹한 소재로 사건 전개

를 구성하였다. <Kite, 2009>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손자가 

구름 속 하늘을 날며 연을 날리는 환타지를 서정적으로 구현 하

였으며, <Chasm, 2013>에서는 혹성에 홀로 남은 여성 탐험가가 

먼저 떠난 남편을 잊지 못하여 환상에 빠지는 스토리를 순정적으

로 연출하였다. 

그림 7. <X-ing, 2009>(좌), <Chasm, 2013>(우)

또한, <Butcher'd Meat, 2012>에서는 배고픈 주인공이 돈을 벌

기 위해 덩치 큰 상대의 스파링 파트너로 얻어터지는 상황이 연

출되었는데, 이는 폭력적이기 보다는 과장된 행동과 우스꽝스러

운 표정연기로 우화적 상황으로 연출 되고 있다. 전체 작품에서 

여성의 선정적 노출이 보인 장면은 없었으며, <X-ing, 2009>에서 

개미핥기 형상의 남성 캐릭터가 잠시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만, 

죽은 파트너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건전한 성을 보여주

고 있으며,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Chasm, 2013>에서는 먼저 떠

난 남편에 대한 전통적인 성가치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고찰한 <큐티하니, 2004>나 <크림 레몬, 1984> 에서와 같이  강

제적인 신체의 노출이나 왜곡된 성을 강조하는 캐릭터의 행위나 

대사, 상황연출이 없으며, 여성 캐릭터는 하나의 성으로서 남성

캐릭터와의 지순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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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stefan, 2012>(좌), <Las Pinatas, 2006>(우)

두 편의 애니메이션에서 공간적 배경과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 

타 문화권을 묘사하였는데, <그림 8>(좌)의 <Estefan, 2012>은 

스페인 전통복장의 헤어드레서, <그림 8>(우)의<Las Pinatas, 

2006>는 멕시코 전통의상과 배경이 묘사되었다. 이는 일반상식선

에서 알려진 스페인과 멕시코의 전통문화에 대해 만화적으로 묘

사가 이루어졌으며, 자의적 해석이나 왜곡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고찰한 <뮬란, 1998>과 같이 왜곡된 문화적 해석이 아닌 일

반 통념적으로 인식되는 전통복장과 악기 그리고, 전통춤 등을 

이용한 코믹한 연출을 통해 희화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작

품에선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은 없

었으며, 남성중심의 성차별적 요소 또한 캐릭터의 행위나 대사에

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 정치 소재가 없다는 것은 학

생들의 작품을 사회정치적 이슈로부터 배제시켜 보수적인 질서체

제로 회귀시켜 상상적 선취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Owned, 2014>와 <Butcher'd Meat, 2012> 같이 과다한 경쟁과 몰

입에 익숙한 게임의 승부가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 코믹하고 자애

로운 상황으로 반전되며 유쾌하게 풀어가고 있다. 또한, 어린이

나 동물캐릭터를 이용한 서정적이고, 판타지적 서사구성이 대부

분이며, 절대적 선과 악을 나누는 이분법적 캐릭터 구성이나, 주

인공과 적대자를 통한 극한 대립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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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작

년도

작품

길이
장르

등장 캐릭터

배경 

공간
상황연출주

인

공

조력

자

적대

자

동기

유발

자

1
Owned/2

014 
5:24 코믹

아기

, 

소년

- - - 방안

우연한 

사건전개, 

비폭력적 

상황

2
Chasm/2

013
4:15

순정

, SF

여자

탐험

가

- - -
행성, 

우주

모험, 도전, 

그리움에 

바탕한 

건전한 

성문화

3
Estefan

/2012
6:45 코믹

헤어

드레

서

- - 손님
헤어 

샾

과장되고 

우화적 

연출, 

문화정체성

4

Butcher

'd 

Meat/20

12

5:01 코믹

가난

한 

남자

- - 복서

정육점

, 

권투장

과장되고 

우화적 연출

5

Dreamgi

ver

/2011

6:05
판타

지
소년 요정 괴물 - 방안

어린 소년의 

동화 속 

모험

6
X-ing/2

009
5:00

순정

, 

코믹

남성

개미

핥기

여성 

개미

핥기

이성

개미

핥기

- 사막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7
Kite/20

09
6:41

판타

지 
소년

할아

버지
- - 하늘

가족애가 

드러나는 

서정적 

환상적 연출

8

Pajama 

Gladiat

or

/2008

5:51

액션

, 

코믹

소년

, 

괴물

- - -

방안, 

원형경

기장

어린 소년의 

꿈 속 모험

9

Las 

Pinatas

/2006

4:45 코믹

멕시

칸 

남자 

송아

지
- -

멕시코 

전통 

마을

멕시코 

복장과 

배경묘사를 

통한 

문화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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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ㅌTurtl

es

/2006

2:59 코믹
거북

이
-

다른 

거북

이들

- 연못가

거북이들의 

낚시 경쟁에 

대한 우화적 

묘사

11
Noggin

/2005
5:55 코믹

원시

인
-

형태

가다

른 

원시

인

-

원시시

대 

자연

우화적, 

우연한 

사건전개

12
Petshop

/2004
4:15 코믹

털실

쥐
-

도마

뱀
소년

애완동

물 

가게

우화적 

사건전개

13

Lemming

s

/2003

6:13 코믹

나그

네 

쥐

- -

나그

네 

쥐들

언덕
우화적 

사건전개

표 2. BYU 학생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 결과

앞선 사례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벼운 웃음을 추구하는 코

믹장르가 대부분이며, 가족애와 전통적인 성가치를 드러내는 서

정적 장르가 많았다. 둘째, 문제해결과 갈등해소를 위한 캐릭터

의 행위에 있어서 타인에게 폭력이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은 없었으며, 사건해결에 있어 유쾌한 우연적 사건전개가 주

로 연출되었다. 셋째, 어린이와 동물 캐릭터가 주를 이루며, 동

화적이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인공과 적대자가 

극한 대립에 이르는 경우가 없었다. 또한, 주인공을 둘러싼 조력

자, 적대자, 동기유발자 등의 다양한 캐릭터의 역할 구성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주인공 중심의 단순한 서사구성이 대

부분 이였다. 넷째, 배경에 있어서는 다양한 공간을 보여주며, 

사실적 묘사 보다는 상상속의 세계를 환타지로 구현 하고 있으

며, 다섯째, 보수적 성향의 가족애나 범인류적 가치를 드러내지

만, 남녀 차별적, 여성 비하적 표현은 없었다. 여섯째, 타문화권

에 대한 묘사는 주로 캐릭터와 공간적 배경에서 일반 상식선에서 

왜곡이 없는 묘사를 이루고 있으며, 일곱째, 배우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묘사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담고 있다. 여덟째,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왜곡은 없었지만, 극한대립

으로 이를 수 있는 주제를 오히려 반전시켜 유쾌하게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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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대중문화 속의 애니메이션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교

육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의 비

윤리적 특성에 대해 1)미화된 폭력성, 2)과다한 선정성, 3)문화

간 정체감의 혼란, 4)성차별, 5)왜곡된 역사관의 다섯 가지로 유

형화 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근거로, 5가지 윤리적 역기능에 대

한 반대개념으로 접근하여 1)비폭력성, 2)건전한 성문화, 3)문화 

정체성, 4)성평등, 5)올바른 역사관의 애니메이션의 5가지 윤리

적 순기능을 도출하여 분석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BYU 애니메이션과의 13편의 학생 작품에 대해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폭력을 통한 대립해소나 사건의 해결은 없었

으며, 또한,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타문화에 대

한 왜곡된 해석 그리고, 성차별적인 장면 등 비윤리적인 화면연

출은 없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동물 캐릭터를 이용한 코믹장르

이며 상황전개의 우연성을 통해 코믹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일상

속의 가족애를 서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상상속의 세계를 환상적으

로 연출하였다. 또한, BYU 애니메이션과는 몰몬경에 바탕한 윤리

적 가치관, 다학제적인 교육환경 및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의 독

창적인 작품연출이 어울러져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imation Center의 R. Brent Adams교수와 

학생 Strong이 언급하였듯이 대중문화 속 애니메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애니메이션 교육과 제작이 자연스

럽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YU의 애니메이션과는 

명예규율의 실천에 바탕한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전인교육

이 애니메이션 실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실습과 이론의 

교과구성, 다학제적인 교육체계, 산업체와 협조체계를 통해 실무

적 교육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



78

중문화 속 애니메이션의 역기능과 그 폐해 그리고, 윤리적 가치

관이 담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연출 특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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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Function about the Animation Films and 

Educational Methods of the Brigham Young University

 Lee, Hyun-Seok

Animation as a public visuals media have been expanding 

increasingly its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beyond the ages and 

nations on the basis of global consumption. However, animation 

increases the negative impact in modern popular culture, and in 

regard to this, 'the recovery of ethics' should be considered in a 

reflexive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for the social role of 

animation. Thus, the research addresses the animation films of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ents which contain a ethical values and 

receive attention by New York Times, etc. as a successful 

educational model. To do this, firstly, literature has reviewed by 

focusing on the negative impact of animation, 1) violence, 2) 

excessive sensationalism, 3) confusion of cultural identity, 4) 

gender discrimination, and 5) distorted view of history. Secondly, 

the education system of animation course at Brigham Young University 

will be analysed. Thirdly, based on this, the case study will be 

conducted by focusing on the 13 animation films of student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y of film direction. Through 

this research, firstly, most of animation films are comic genre, 

consisting of children and animal characters, family-friendly and 

lyrical story style and deployment of coincidental and allegoric 

incident. Thirdly, the religious spirit and multidisciplinary 

methods of education in Brigham Young University has influenced to 

the ethical expression and technical perfection in animation 

filmmaking. In the light of this, the research and suggests the new 

paradigm is for the practical disciplines of animation in the 

restoration of the ethical perspective and explores how the 

animation production adopts the moral significance. 

Key Word : Animation, Ethical Func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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