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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전통문양 연구

- 톰 무어의 <바다의 노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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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조현지*

초 록

문양이란 비어있는 표면을 단독적으로, 혹은 반복되어 장식하는 형상을 말한다. 

문양은 회화, 건축, 공예 등 시각예술이 쓰이는 영역이라면 어디든 사용 될 수 있

다. 현대에도 문양은 전통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다. 또한 문양은 단순히 여백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정 지역

권의 문화나 사상 등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애

니메이션에서 문양은 배경이나 캐릭터의 의상, 소품 등의 표면을 꾸미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캐릭터와 배경, 이야기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 등의 환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아일랜드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Cartoon Saloon>에 소속된 애니메이션 감독 

톰 무어(Tomm Moore)는 주로 전통설화나 신화를 토대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였는데, 그 소재와 연관된 문화, 예술적 요소를 작품 연출에 활용한다. 그 중 한 예

로 문양을 들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서사와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양은 

배경과 소품에 삽입되어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화면이 탄생한다. 톰 무어는 

<켈스의 비밀>(Secret of Kells, 2009)과 <바다의 노래>(Song of Sea, 2014)에서

는 아일랜드 켈트 문양을,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Kahlil Gibran's The Prophet, 

2014)에 삽입된 단편 애니메이션 <사랑에 대하여>(On Love)에는 이슬람의 기하 

문양과 식물 문양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톰 무어가 감독 및 연출로 참여한 두 편의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Song of Sea, 2014), 그리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Kahlil 

Gibran's The Prophet- On Love, 2014) 의 서사와 그 바탕에 깔린 역사,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것과 맞물리는 전통문양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이런 전통문

양들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주제어 : 전통문양, 바다의 노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성적우수장학금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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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문양은 고대로부터 각종 도구, 의상, 건축, 장식물 등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빈 공간을 채우는 장식예술

로서 존재해 왔다. 또한 단순히 여백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정 지역권의 문화나 사상 등이 반영된 경우가 많

다. 고대 문양은 구성원의 세계관, 신앙관에 맞춘 형태였으며 한

자 문화권에서는 뜻은 다르나 발음이 같은 한자를 이용해 문양을 

만들어 고사성어와 함께 사용했다.

‘문양(紋様)’은 비어있는 공간, 표면, 외면을 장식하기 위해 

단독, 혹은 배열되어 쓰이는 형상을 통틀어 말한다.1) 국립문화재

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의 저서 <한국고고학사전>에서는 문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형미술에서 말하는 문양은 미적 표현의 3요소인 형체(形體,form)

와 색조(色調,color combination), 문양(文樣, pattern) 가운데 하

나로, 문양은 시각적 대상으로서, 미적추구심이 가장 뚜렷하게 반

영된 것이다. 문양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어떤 목

적으로, 어느 위치에 배치하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하느냐를 분명

하게 의도한다. 그럼으로 해서 문양은 일정한 질서에 의해 그 나라

나 민족의 독특한 미술양식을 지니게 된다. 

문양은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의 겉에 나타나는 장식무늬와 의식에 

쓰이는 가재도구, 곧 옷감이나 기물·도구 등을 비롯한 공예·조

각·건축 등의 조형미술에 장식적으로 나타낸 여러 가지 무늬를 말

하며 문양(文樣)·문채(文彩) 또는 그냥 무늬라고도 한다. 미국 심

리학자 미켈(Mickel, W. J.)에 의하면, “사람의 눈이 공간을 오랫

동안 보다 보면 어느 한 점으로 중심을 찾아서 안정을 얻고자 하므

로 그 지루함과 불안정감을 없애기 위하여 공간을 메우려는 의도에

서 무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양은 인간만이 

지닌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고의 표현물인 것이다.2)

1) 네이버, Naver, 미술대사전(용어편)(1998., 한국사전연구사), “문양 [文

樣]”, 2016년 4월 15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0521&cid=50335&categoryId=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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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빈 공간, 공백에 대한 기피감과 같은 심리를 [미술대사

전]은‘공간외포(空間畏佈, horror vacui)’라고 정의한다. 

일체의 허무를 싫어하는 인간본성에 바탕을 두는 심리작용을 말한

다. 인간이 자신 앞에 펼쳐진 공백에 대하여 품는 공포감을 가리키

며 미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의대로 할 수 있는 평면을 인

물상이나 장식 모양 등을 가지고 빈틈없이 메우고 채우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종종 장식의 기원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에서 다루어진

다.3)

현재에도 시각예술이 필요한 분야라면 그동안 축적된 전통 문

양, 또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것들을 사용하는 일을 드물

지 않게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

다. 애니메이션에서 문양은 배경이나 소품, 캐릭터의 의상 등 여

러 가지 이미지 요소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애니메이션

에 삽입된 문양은 캐릭터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배경 설정을 보

여줄 수 있다. 또한 문양의 형태나 색채를 이용하여 장면의 분위

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 

문양의 문화, 사회적 기원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 사용되

는 문양도 이야기의 시대,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데 일조한다. 

그 일례로 미셀 오슬로의 <아주르와 아스마르>(Azur et Asmar, 

2006)를 비롯한 작품과 일본의 곤조(GONZO)스튜디오의 <암굴왕>

(巌窟王, がんくつおう, 2005)을 들 수 있다.

미셀 오슬로의 <아주르와 아스마르>는 이슬람 문화권을 배경으

로 한 작품으로 캐릭터의 배경에 이슬람의 전통적인 모자이크 문

양으로 채우는 등 이슬람 문양을 사용하였다.(<그림 1>)  미셀 

2) 네이버, Naver, 고고학사전(2001. 1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양 [文樣]”, 

2016년 4월 20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8337&cid=43065&categoryId=4306

5

3) 네이버, Naver,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공간외포 [空

間畏佈, horror vacui] ”, 2016년 4월 20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9056&cid=50294&categoryId=5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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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는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 프린세스>에서도 고대 이

집트 여왕을 표현하기 위해 이집트 장신구에 쓰이던 기하학적 문

양을 사용한 바 있다.4)

일본 GONZO 스튜디오의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인 <암굴왕>은 알

렉상드르 뒤마의 장편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Le Compte de 

Monte-Cristo, 1815)을 번안한 작품으로 캐릭터의 머리나 의상 

등에 다양한 문양을 삽입하여 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을 표현했

다. (<그림 2>)

그림 1. <아주르와 

아스마르>(Azur et Asmar, 2006) 

그림 2. <암굴왕>

(巌窟王がんくつおう, 2005)5)

<아주르와 이스마르>와 <암굴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양

은 애니메이션의 크고 작은 부분에 사용된다. 배경, 의상 뿐 아

니라 작은 소품에도 삽입되어 특정지역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나타낸다. 

톰 무어(Tomm Moore)는 특정 지역, 특정 문화권을 배경으로 설

정하고 그와 연결되는 전통 문양을 즐겨 활용하는 애니메이션 제

작자이다. 그는 아일랜드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Cartoon 

Saloon>의 공동설립자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톰 무어가 감독으로 참여

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켈스의 비

밀>(Secret of Kells, 2009), <바다의 노래>(Song of Sea, 

4) 문재철, 김영옥, 「미셀 오슬로의 <밤의 이야기>를 통해 본 디지털 실루엣 애

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32호

(2013.09.) pp.11-12.

5) Zerochan, http://www.zerochan.net/9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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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Kahlil Gibran's 

The Prophet - On Love, 2014) 이다. <켈스의 비밀>과 <바다의 

노래>는 <Cartoon Saloon>에서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켈

스의 비밀>은 2009년 아카데미상 장편애니메이션 부문에, <바다

의 노래>는 2014년에 아카데미상 같은 부문에 후보작으로 오른 

바 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로저 알러스, 개턴 브리찌, 조엔 C, 

그라츠가 공동 감독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톰 무어는 애니메이

션에 삽입된 10분가량의 단편 애니메이션 <On Love>를 제작했다.

그림 3. <켈스의 비밀>(Secret of Kells, 20096)

그림 4. <바다의 노래>(Song of Sea, 2014)7)

그림 5.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

(Kahlil Gibran's The Prophet - On Love, 2014) 8)

6) Cartoon Saloon, http://www.cartoonsaloon.ie/work/secret-of-kells/

7) Cartoon Saloon, http://www.cartoonsaloon.ie/work/song-of-th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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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세 작품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굵은 라인과 형

태로 그려진 평면적인 스타일의 2D 애니메이션이며, 수채화와 같

은 수작업 텍스쳐, 그리고 전통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통

점으로 들 수 있다. 

톰 무어는 전통 문양을 작품에 사용할 때 각각의 작품이 갖고 

있는 서사와 더불어 서사의 바탕이 되는 역사, 문화, 지리적 배

경에 맞추어 연출하였다. 아일랜드의 역사와 설화를 소재로 한 

<켈스의 비밀>과 <바다의 노래>에는 켈트 문양을, <칼릴 지브란

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에는 이슬람 문양을 사용했다. 본 논문

에서는 톰 무어의 작품 중 <바다의 노래> 와 <칼릴 지브란의 예

언자 -사랑에 대하여> 의 서사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

보고 그와 더불어 삽입된 문양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작품 분석 

1. <바다의 노래>

1) 작품의 개요 

<바다의 노래>(Song of Sea, 2014) 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Cartoon Saloon>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톰 무어가 감

독한 작품이다. 2014년 공개되었고 국내에는 <바다의 노래: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이란 제목으로 2016년 1월에 극장에서 상영되

었다. 이 작품은 2015년 아카데미상 장편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작

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한 어린 남매의 여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바다의 노래>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

다. 

섬 등대지기 ‘코너’를 아버지로 둔 소년‘벤’은 어머니 브

로나가 여동생을 낳자마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

는 동생 ‘시얼샤’와 사이가 좋지 않다. 브로나는 요정 셸키였

는데, 시얼샤의 여섯 번째 생일날 시얼샤는 어머니가 벤에게 준 

8) 네이버, Naver,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2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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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 고둥을 우연히 불게 되고 아버지가 숨겨놓은 하얀 바다표범 

코트를 찾아내어 입고서‘셸키 요정’으로 변신해서 바다로 뛰어

든다.  

가족들은 해변가에 떠내려 온 시얼샤를 발견하고 아버지는 코

트를 바다에 버리고 두 남매를 섬 건너 육지에서 살고 있는 할머

니 댁으로 보낸다. 하지만 남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몰

래 할머니 댁을 나선다. 가는 와중에 시얼샤가 부는 나팔고둥 소

리를 듣고 요정들이 나타나 ‘바다의 노래’를 불러 ‘티르 나 

노이’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나팔고둥 소리를 

듣고 나타난 마녀 ‘마하’의 부엉이 수하들이 요정을 돌로 만들

어 버린다. 그곳에서 도망친 벤과 시얼샤는 다시 등대섬으로 가

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시얼샤는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는데 비

를 피하려고 들어간 움막 안의 우물에 빠지게 된다. 그를 따라서 

우물에 들어간 벤은 한 예언자를 만나게 되고 막 리르에 대한 전

설과 시얼샤에게 셸키의 바다표범 코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벤은 시얼샤를 구출하러 마녀의 집을 찾아가 시얼샤에게 고둥 

나팔을 건넨다. 시얼샤는 바다의 노래를 연주하고 마하가 가둔 

감정들도 모두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시얼샤는 완전히 백발이 되

어 죽어간다. 마하는 셸키 코트가 있어야 살 수 있다며 마법을 

사용해 남매를 등대 섬으로 보낸다. 아버지는 벤과 시얼샤를 배

에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셸키 코트를 찾아내고 시얼샤

가 코트를 걸치자 건강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바다

의 노래를 부른다. 

긴 세월 동안 돌이 되었던 요정들과 마하 모두 영혼이 되어 막 

리르의 바위에 모이고 막 리르 역시 바위에서 거인 신의 모습으

로 변하여 거인과 요정, 마녀 모두 바다 건너의 세계  티르 나 

노이로 떠난다. 이 때 브로나가 나타나 시얼샤는 요정과 인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얼샤는 인간이 되어 살 것을 

선택한다. 어머니는 코트를 없애고 요정세계로 돌아가고 벤과 시

얼샤는 아버지와 함께 섬에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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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소재와 배경

<바다의 노래>의 공간적 배경은 아일랜드의 섬, 그리고 해안가 

마을이다. 또한 켈트 신화에 나오는‘셸키 요정’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신이나 요정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등장한다. 

켈트 신화란 켈트 족에서 구전, 기록으로 내려온 신화와 설화

들을 말한다. 켈트 족이란 BC 500년 경 역사기록에 처음 등장한

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인들은 켈토이라고 불렀으며 켈트 족은 

본거지인 중부 유럽에서 시작하여 아일랜드, 유럽 전역을 넘어 

소아시아까지 진출한 전시이자 농경 부족이다. 그러나 BC 2세기

부터는 로마 제국의 세력에 밀렸고 BC 1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이 

유럽과 브리튼 대부분을 점령했다. 켈트 족은 유일하게 로마의 

점령당하지 않은 아일랜드 섬에 정착하였고 켈트 문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기독교가 들어서고 자리잡으면서 구전으로

만 전해지던 켈트 민족의 설화와 민담은 기록으로 남았고 문양과 

같은 예술양식 역시 기독교 예술에 흡수되며 꽃을 피웠다.9)

(1) 셸키 (Selkie)

셸키는 바다의 요정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브리튼 섬은 바다

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셸키 외에도 남자 인어 ‘머맨

(mermean)', 여자 인어 ’머메이드(mermaid)',‘켈피(Kelpie)’, 

‘메로우(Merrow)' 등 바다 요정에 대한 전설이 많다.10) 

여러 바다 요정 중에서도 성격이 온화한 요정으로 알려져 있는 

셸키는 바다표범의 모피를 입은 요정이다. 바다표범의 모피를 입

고 바다 속에 잠수할 수 있으며 모피가 없으면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다. 남자 셸키와 여자 셸키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유

혹할 수 있다. 메로우와 더불어 셸키는 인간과 결혼한 전설이나 

민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여자 셸키는 인간 남편에게 뺏긴 

마법 도구(바다표범 모피)를 발견하며 바다로 돌아가는 것으로 

9) 타임라이프 북스, 전일휘 역, 『유럽의 정복자 켈트 족』, 가람기획, 2014. 

pp.8-9.

10) 모리세 료, 김훈 역, 『켈트 신화 사전』, 비즈앤비즈, 2014.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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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되는 경우가 많다.11)

벤과 시얼샤의 어머니인 브로나 역시 셸키 요정으로 일반적인 

셸키 설화처럼 인간 세상에 나타나 코너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

었다. 그러나 시얼샤가 태어나던 날 아기만 남겨두고 바다로 돌

아가버린다. 이 작품에서의 셸키 요정은‘바다의 노래’를 불러 

요정들이 바다 건너 요정의 집,‘티르 나 노이’로 돌려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2) 마나난 막 리르 (Manannán mac Lir)

시얼샤의 생일날 밤, 벤은 시얼샤에게 브로나가 말해준 ‘마나

난 막 리르’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준다. 바다의 신 마나난 막 

리르는 아일랜드 전승에 나오는 해신(海神)이다. 신화와 전설에

서 마나난 막 리르는 수많은 마법 도구를 가진 강력한 마술사로, 

다른 신들과 영웅의 조력자로 활약한다.12)

(3) 마하 (Macha)

마하는 아일랜드 전승 신화에 등장하는 세 전쟁의 여신들 중 

하나이다.13) <바다의 노래>에서는 올빼를 부리는 마녀로 등장하

며, 마나난 막 리르와는 모자(母子)관계이기도 하다. 켈트 신화

에 묘사된 것과는 많은 부분이 각색된 것으로 보이는 마나난 막 

리르와 마하의 이야기는 이 작품의 중요한 단서이다. 벤이 시얼

샤에게 이야기한 마나난 막 리르와 마하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올빼미 마녀 마하는 아들 막 리르의 감정을 빼앗고 바위로 만들

어 버린다. 벤과 시얼샤가 사는 등대 섬과 가까운 돌 섬이 바로 

막 리르이다. 그 후에도 마하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빼앗아 왔는

데, 특히 할로윈(삼하인14))에는 마하의 수하인 올빼미들이 나타

11) 모리세 료, 김훈 역, 앞의 책, pp.142-145.

12) 이케가미 료타, 곽형준 역,  『도해 켈트 신화』,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4. pp.60-61. 

13) 이케가미 료타, 곽형준 역,  앞의 책, p.64.

14) 삼하인(Samhain)은 고대 켈트인의 축제로 서양의 할로윈(Halloween)의 기원

이라고 알려져 있다. 죽음의 신인 삼하인을 찬양하고 다음 해와 겨울을 맞이

하는 축제로 이 날 밤에 죽은 이들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194

나기 때문에 요정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처음에 벤은 마하를 사악한 마녀로 알고 있지만 마하의 고백

으로 그녀는 아들 막 리르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슬픔에 고통받는 막 리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감정을 가져

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4) 티르 나 노이 (Tir-nan-óg)

티르 나 노이는 마법의 안개에 가려져 인간은 볼 수 없는 일종

의 사후세계를 말한다.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다나 신족이 새로운 

정복자 밀레시안에게 패배한 뒤 지하, 또는 바다 저편에 만든 나

라라고도 알려져 있다. 생전의 삶 이후의 연장선인 티르 나 노이

는 시간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늙지도 않으며 질병도 없는, 영원

한 젊음으로 가득한 신들의 나라이다.15)

티르 나 노이로 가는 입구는 바다 어딘가, 돌방무덤 등으로 알

려져 있다. <바다의 노래>에서는 바다 건너로 표현되며 셸키가 

부르는 노래로 요정들이 그곳에 갈 수 있다. 

3) 작품에 활용된 문양

작품의 이야기가 켈트 신화와 전설들로 이루어진 만큼 <바다의 

노래>에서는 화면 곳곳에서 켈트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들

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종문화사에서 출판한『유럽 전통문양』에

서는 켈트 문양을 기본적인 형태나 구성에 따라 소용돌이 문양, 

계단 문양, 만(卍)자 문양, 매듭 문양, 조수(새와 짐승) 문양의 

등으로 나누고 있다. 16)

네이버, Naver, 종교학대사전(1998, 한국사전연구사), “할로윈”, 2016년 4

월 16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1528&cid=50766&categoryId=50794

15) 모리세 료, 김훈 역, 『켈트 신화 사전』, 비즈앤비즈, 2014. p.106.

16) Courtney Davis, Lis Bartholm, C.B.Griesbach, 『세계전통문양선집-유럽전

통문양』, 이종문화사, 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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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용돌이 문양(좌), 매듭 문양(우)17)

그림 8. 계단형 문양(좌), 조수 문양(우)18)

켈트 족의 문양은 장신구, 무기, 생활용품 등에 새겨졌는데, 

주로 귀족계층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정

교한 문양의 정확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끝이 

없이 이어지거나 곡선으로 꼬여 있는 문양들은 내세를 믿었던 켈

트 족의 영속적인 세계관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19)

<바다의 노래>는 <켈스의 비밀>과 비교했을 때 덜 묵직하고 가

벼운, 캐주얼한 이미지로 화면을 연출했다. <바다의 노래>에 사

용된 문양은 전통 켈트 문양을 다양하게 쓰기보단 몇 가지의 기

초적인 원형을 가져와 빈 공간을 채우기도 하고 선 표현에 적용

하기도 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 예로 소용돌이 문양을 들 수 있다. 소용돌이 형태의 문양은 

가장 특징적인 켈트 문양 형상 중 하나로 소용돌이 하나만 사용

할 때도 있으며 여러 개의 소용돌이를 합쳐 또 다른 문양을 만들

어내기도 한다. <바다의 노래>에서 소용돌이 문양은 파도, 연기

17) Courtney Davis, Lis Bartholm, C.B.Griesbach, 앞의 책, p.7, p.25.

18) Courtney Davis, Lis Bartholm, C.B.Griesbach, 앞의 책,  p.16. p.45.

19) 줄리에트 우드, 이연희 역, 『켈트』, 도서출판 들녘, 200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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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 그리고 조개나 옷의 무늬 등으로 쓰였다. 

그림 9. 고둥 나팔, 구름, 연기, 파도 

<그림 9>는 브로나의 고둥 나팔의 무늬, 마녀의 집에서 생긴 

연기와 구름, 바다의 파도 물결 등을 소용돌이로 표현한 장면이

다. 켈트 족 고유의 소용돌이 문양으로 장식한 개체들은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임을 

나타낸다.

그림 10. 마나난 막 리르의 의상, 마하의 꼬리와 머리, 

예언자의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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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마나난 막 리르의 옷자락과 부엉이로 변신한 마하

의 머리와 꼬리의 형태, 예언자의 머리카락과 물 속의 식물 줄기

가 소용돌이 문양으로 채워진 모습이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

월적 존재인 캐릭터들에게 사용된 문양은 그들에게 신적이며 마

법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2.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

1) 작품의 개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Kahlil Gibran's The Prophet, 2014) 

은 라이온 킹을 연출한 로저 알러스 감독의 작품으로 칼릴 지브

란의 시집 『예언자』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2014년 

TIFF(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에서 첫 공개되었으

며 국내에는 2015년 9월 극장 상영되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를 잃

고 마음의 문을 닫은 소녀 알미트라는 어머니 카밀라의 일터에 

따라간다. 카밀라가 하는 일은 7년 동안 감금된 시인 무스타파의 

집을 찾아가 집안일을 돕는 것이다.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죄로 

감금된 시인 무스타파는 그의 시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죄목으

로 갇혀 있었다. 어느 날 무스타파는 감금에서 풀려나고 알미트

라는 무스타파가 가는 길을 뒤쫓아간다. 그리고 그가 마을 사람

들에게 삶의 진리와 사랑에 관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듣는다. 

무스타파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자유, 결혼과 일, 사랑, 먹고 마

심, 선악, 죽음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각각의 주제를 놓

고 무스타파가 이야기할 때 마다 그의 목소리와 더불어 본편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단편 애니메이션이 삽입된다. 이 8가지의 

이야기는 『예언자』에 수록된 28편의 시 중에서 선정된 것이며, 

각각의 애니메이션마다 다른 감독이 제작했다. 20)

8편의 애니메이션 중 톰 무어가 감독한 <사랑에 대하여(On 

Love)>는 한 남녀 연인을 주인공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무너

20) 네이버, Naver,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2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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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이겨내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2) 작품의 소재와 배경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의 배경은 오팔리스라는 가상의 섬마을

이다. 지명과 이름 등의 묘사로 중동지역이란 것과 아랍 문화권

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는 원작 작가의 삶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 북부 브샤르리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브샤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와 인접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가 12세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학생

시절 미국과 중동, 유럽을 오가며 공부했다.21) 

지브란은 아랍어와 영어로 된 많은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썼다. 『예언자』는 1923년에 첫 출간되었다. 이후 영문판으로만 

8백 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32개 국어로 번역되어 지금도 성경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등 지브란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22) 물

병자리에서 출판한 『예언자』에서 옮긴이는 이 작품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무스타파와 알미트라의 관계는 성서의 예

수,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와 같다고 말한다.23) 이는 그의 다른 

작품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다수 언급되는 것, 지브란의 

사후 출판된 <예언자의 정원>에서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홀

로 지냈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온 예언자가 40일 밤낮을 혼자 

지낸 후에 제자를 만나는 등 예수의 삶의 행적을 떠오르게 한다

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24)

성서와 예수의 일생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지만 무스타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예언자』의 

시는 보편적 자아와 우주적 자아를 노래하며 삶과 죽음, 육체와 

영혼, 선과 악, 시간과 공간, 인간성과 신성의 합일을 말한다. 

21) 임병필, 「시인(詩人) 지브란 칼릴 지브란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 

4권 제 1호(2002.2.)  pp.146-147

22) 임병필, 앞의 논문, p.153.

23) 칼릴 지브란, 정창영 역, 『예언자』, 물병자리, 2007. p.313.

24) 칼릴 지브란, 정창영 역, 앞의 책,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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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양의 신비주의25)와 이슬람의 신비주의인 수피 사상26)의 

주요 개념이다.27) 이러한 내용은 칼릴 지브란이 레바논에서 미국

으로 이주하고,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가 일생을 마감하면서 아랍

과 비아랍 지역,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질적인 두 세계를 경험하

면서 탄생한 것이라 여겨진다.28)

3) 작품에 활용된 문양

톰 무어는 <사랑에 대하여>의 배경에 이슬람 전통 문양을 사용

하여 표현했다. 이는 『예언자』가 이슬람 종교관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종출판사에서 발행한 Kata 

Shuich 와 Rudolf Koch의 『세계전통문양선집-이슬람 전통문양』

의 서문에는 이슬람 문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의 가르침에서는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 모든 것이 금지되

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하얀 벽면에 있으면 그 곳에 뭔가 장식을 

시도하고 싶어지는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

람들은 사색을 거듭한 끝에 기하 문양이나 식물 문양, 코란의 경구 

등을 나타내는 문자 문양을 생각해 냈다.29)

25)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 최고실재, 우주의 궁극적 근거 등으로 생각되는 절

대자를 절대성인 채로 인간이 자기의 내면에서 직접 체험하려는 입장을 말하

며,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으로서 널리 종교사 중에 나타나 있다.신비주의의 

근본 특질은 술어적으로 <신비적 합일(uniomystica)>이라는 절대자와 자기와

의 합일체험에 있다.“

네이버, Naver, 종교학대사전(1998, 한국사전연구사), “신비주의 

[mysticism]”, 2016년 4월 20일, 발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0125&cid=50766&categoryId=50794

26) “수피주의(sufism)는 종래의 현학적이고 이론적인 정형화에 맞서, 명상과 

몰아의 체험을 통해 절대자에게 다가가려는 대중적 종교 운동이었다. 수피 사

상의 요체는 존재의 통일로서, 모든 피조물은 유일한 정점인 알라에 귀속되

고, 가장 완벽한 피조물인 인간은 알라의 한 작은 부분이라고 보았다."

네이버, Naver, 종교와 사상(터키사, 2007. 9. 12., 미래엔), “신비주의 

[mysticism]”, 2016년 4월 20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9645&cid=43014&categoryId=4301

4

27) 칼릴 지브란, 정창영 역, 앞의 책, p.316.

28) 임병필, 앞의 논문, p.157.

29) Kata Shuich, Rudolf Koch,『세계전통문양선집-이슬람 전통문양』, 이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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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문양은 크게 기하 문양, 식물 문양, 인물 문양, 문자 

문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랑에 대하여>에는 기하 문양과 식물 

문양이 사용되었다.

(1) 기하 문양 

Kata Shuich는 기하 문양을 ‘12정점 별 모양을 기초로 해서 

교차, 굴절을 거듭하면서 퍼져 가는 문양’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코란에서 말하는 ‘천상의 낙원’을 상상하고 지어진 이 다

각성(多角星形) 형태의 정밀한 문양은 태양과 신을 상징한다.30) 

그림 11. 이슬람 기하 문양

<그림 11>은 이슬람 기하 문양의 구성법을 설명한다. 이슬람의 

기하 문양은 기본적인 격자 문양을 배열하고 여러 가지의 변형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반복 패턴의 디자인을 만들었다. 31)

<사랑의 대하여>의 배경엔 크고 작은 기하 문양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다양한 다각성들이 나타난다. 또한 배경마다 격자의 선 

색이나 바탕 색을 다르게 설정하여 연인의 상황과 굴곡과 어울리

사 1999. p.6.

30) Kata Shuich, Rudolf Koch, 앞의 책. p.8.

31) Eva Wilsons, Azade Akar, Lis Bartholm, 『세계전통문양선집-이슬
람 전통문양(2)』, 이종문화사, 2005,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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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하였다.(<그림 12-15>)

그림 12.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 사랑에 대하여>

그림 13.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 사랑에 대하여>

그림 14.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 사랑에 대하여>.

그림 15.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 사랑에 대하여>.

<그림 12>와 <그림 13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주인공으로 

비춰진 두 연인의 모습을 표현한다. 배경으로 8각성(星), 5각성, 

그리고 중앙에 다각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14>에는 화면 중

앙에 6각성이 그려져 있으며 <그림 15는> 다각성을 중심으로 뻗

어나간 직선이 다시 교차하면서 왼쪽 상단의 노란 색 중심부 주

위를 오각성이 두른 형태로 만든다. 

(2) 식물 문양 

식물 문양은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어떠한 식물의 형태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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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기보다는 추상화 하거나 양식화한 것들이 많다. 식물 문

양은 꽃의 모양, 꽃잎, 식물의 줄기나 덩굴들을 연속적으로 배치

하여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데, 이로 인해 탄생하는 화려함은 기

하 문양과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32)

그림 16. 종려잎, 꽃무늬 등으로 구성한 식물문양 33)

<사랑에 대하여>에 사용된 이슬람 문양은 기하 문양이 대다수

이지만, 두 남녀의 화합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한 

식물 문양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림 17>)

그림 17.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는 섬세하고 정교한 기하 문양, 그리고 일부의 

32) Eva Wilsons, Azade Akar, Lis Bartholm, 『세계전통문양선집-이슬람 전통문

양(2)』, 이종문화사, 2005. p.32.

33)  Eva Wilsons, Azade Akar, Lis Bartholm, 앞의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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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문양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표현은 화자(알 무스타

파)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 사람의 말이 아닌 신의 가르침을 대신 

발화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또한 장식화로 꾸며진 이슬람의 성

전(聖典) 쿠란의 한 부분을 펼쳐보는 것과 같은 감상을 갖게 한

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문양의 의미와 그 기원을 살펴보고 톰 무어가 감독

한 애니메이션 두 편을 주제로 삼아 작품 각각의 서사에 깔려있

는 역사와 문화 등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과 

연관되는 전통 문양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

다.

문양이란 고대에서부터 빈 표면을 채워 넣고자 하는 인간의 욕

망으로 탄생하였다. 신앙을 위한 집기들, 부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장신구들,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소품들에 새겨진 문양은 

특정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톰 무어는 주로 아일랜드의 전통 설화와 같은 것에서 소재를 

가져와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때문에 

동시대, 동일 문화권의 예술 양식 등을 작품의 이미지 표현에 활

용하였고 대표적인 예로 전통 문양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의 국

보인 필사본‘켈스의 서’를 소재로 한 <켈스의 비밀>과 바다의 

요정‘셸키’가 등장하는 <바다의 노래>에서는 아일랜드 섬에 뿌

리를 내리고 명맥을 이어 온 켈트족의 전통 문양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랍권의 종교관에 영향을 많이 받은 칼릴 지브란의 시집 

『예언자』를 원작으로 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삽입된 단

편 애니메이션 <사랑에 대하여>에는 이슬람의 기하 문양과 식물 

문양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작품을 분석하자면 <바다의 노래>는 현대에 가까운 시

대이며  아일랜드의 해안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

일랜드의 설화, 민담에 등장하는 바다 요정‘셸키’전설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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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다. 셸키 뿐 아니라 마나난 막 리르, 마하, 요정들과 

티르 나 노이 등 아일랜드, 영국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켈트 

신화와 설화적 요소들이 많다. 톰 무어는 <바다의 노래> 이미지 

표현에 있어 이야기의 소재와 연관되는 켈트 문양을 다양한 형태

로 변형하여 사용했다. 켈트 문양은 그 형태에 따라서 소용돌이, 

사선, 매듭, 조수(새와 짐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다의 노

래>는 그 중 소용돌이 모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단

독, 혹은 여러 개체가 반복된 형상은 단순히 비어있는 표면을 채

우는 기능 뿐 만 아니라 캐릭터나 소품, 자연환경의 선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캐릭터의 의상이나 파도, 구름이 소용돌이 무늬

로 채워졌으며 가늘고 긴 줄기나 머리카락, 꼬리의 말단이 소용

돌이 형태를 띠기도 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메인스토리가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 작중에서 주인공 무스타파가 설파하는 이야기들이 

이슬람 종교관에 깊은 영향을 받은 점 등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

이션이다. 톰 무어는 여기에 삽입된 단편 애니메이션 <사랑에 대

하여>를 제작하였는데, 배경에 이슬람 미술의 전통문양을 사용하

였다. 이슬람 문양은 크게 기하 문양, 식물 문양, 인물 문양, 문

자 문양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랑의 대하여>는 그 중에서도 다각

성(多角聖)을 만들어내는 기하 문양과 식물 문양을 배경에 사용

하였고 장면의 상황과 감정변화에 맞춰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하

였다.

<바다의 노래>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사랑에 대하여> 는 각

각의 이야기에 깔린 배경, 소재가 속한 문화권의 전통 문양으로 

화면을 장식한다. 특정 시대와 지역,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

양하다. 캐릭터의 외형이나 배경공간의 구성, 가구와 의상과 같

은 소품의 디자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톰 무어는 여기에 더하여 

특정 지역, 문화권의 전통 문양을 사용한다. 섬세하고 정교한 문

양으로 장식된 장면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야기에 더욱 깊게 녹

아들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톰 무어의 작품들은 입체적인 3D 

애니메이션이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2D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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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고 간결한 형태를 단순한 선으로 그려내었다. 이와 같은 

작화 스타일은 연속되는 평면적인 문양, 그리고 직접 수작업으로 

빚어낸 듯한 텍스쳐 표현과 합쳐졌을 때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며 장면 하나 하나를 마치 회화 작품과 같은 깊이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전통 문양을 활용하는 방식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 어떤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예술 작업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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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raditional Pattern in Animation: 

focusing on Toom Moore's <Song of Sea> and 

<Kahlil Gibran's The Prophet: On Love>

Joe, Hyun-Jee*

Pattern refers to singular or repetitive decorative form in a 
blank surface, Also pattern is not just something to simply fill in 
the blanks, and has more meanings. Pattern reflects the specific 
culture or regional feature. So Depending on which pattern to use , 
creator can give particular of identity. which is generally utilized 
in visual arts such as painting, architecture, craft, as well as 
animation. 

Pattern in animation plays a role of decorating background or 
surfaces of characters’ outfits or props.  And Parttern is 
effective way to describe the story of the times and space 
environment of the background.

Tomm Moore, an animation director in <Cartoon Saloon> in Ireland 
mainly produces animations based on traditional folk stories or 
myths. He usually utilizes cultural and artistic factors related to 
the themes in his work production. One example is the insertion of 
patter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rratives and backgrounds of 
animations to create profound scenes. Tomm Moore used the Irish Celt 
pattern in Secret of Kells (2009) and Song of Sea (2014) and Islam 
geometric pattern and plant pattern in a short nimation named On 
Love from Kahlil Gibran's The Prophe (2014).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narratives of these two animations, Song of 
Sea(2014) and Kahlil Gibran's The Prophet: On Love (2014) in which 
Tomm Moore participated as the director and producer, exploring 
their relevant traditional patterns. Moreover, it also attempts to 
analyze how these traditional patterns are utilized in the 
animations. 

Key Word : Traditional Pattern, Song of Sea, The Prophet-on Lov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Excellent Student 

Scholarship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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