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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영상에서 숲, 물, 하늘과 같은 자연 배경의 표현은 끊임없이 시도 됐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애니메
이션에서 이러한 배경의 스타일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단계 중 프리 프로덕션
(pre-production)에 속한다. CG기술의 발전으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소비 속도가 가속화된 요즘 제작 일정
을 줄이기 위해 자연물의 배경은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단계에서 콘텐
츠의 차별화를 위해 내러티브, 캐릭터만을 중요시하고, 배경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배경 디자인은 작품의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써 그 역할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작품 속 배경 디자인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숲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이상
한 나라의 앨리스」(1951)와 「원령공주」(1997)를 분석하였다. 산림학에서 얘기하는 7가지 숲 경관의 구분 방
법을 토대로 주요 배경인 숲을 조사하고, 작가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분석하였다.

■ 중심어 :∣애니메이션∣배경디자인∣숲∣레이아웃∣구도∣ 
Abstract

The expression of natural backgrounds in a digital clip such as forest, water and sky break new 
ground and evolve. The process of arriving at a certain background style and designing belongs to the 
pre-production stage of animation produuction. Due to the advancement of CG technolog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animation has accelerated and so in an effort to reduce production time, 
the natural background has increasingly becomme normalised. For the distinction in contents, narrative 
and characters are emphasized in pre-production since it is believed that the background design will 
simply be a still image. However, there is a need to focus on background design as it is a tool that 
can effectively emphasize the narrative.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the background design's role in 
forest background in productions such as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1951) and 「Princess 
Mononoke」(1997). It details how appropriate each background forest was for the artist's intent using 
the 7 types of forest landscapes according to dend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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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숲은 인류 역사의 근간이며 신화·전설·민담 등 이야기

의 배경으로 꾸준히 등장 해왔고, 디지털 영상에서는 이
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은 보통 기획단계인 프리 프로
덕션(pre-production), 실제 제작 단계인 메인 프로덕
션(main-production), 사운드 작업과 후반 합성, 보정 
작업에 해당하는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세 파트로 나뉜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특히 프리 프
로덕션(pre-production) 단계는 작품의 아이디어 단계
에서부터 시작해 흔히 생각하는 레퍼런스 조사, 아트, 스
토리보드 작업 외에도 작품 주제에 대한 법률문제, 문화
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픽사(pixar)에서는 한 작품의 제작기간을 5년으로 잡고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에만 약 3년을 할
애한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의 내러티브가 결정
되면 캐릭터(character)와 소품(props)등의 디자인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배경(background)디자인이
다. 하지만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요즘 콘텐츠의 제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작품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일반화된 배경을 사용하고, 캐릭터와 
스토리의 고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
펴보아도 캐릭터, 스토리의 의미 분석에 치중한 연구는 
많지만 작품의 배경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자
는 작품의 배경은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
가 작품의 내러티브를 강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판단하
였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으로써 자연물의 표현 폭이 넓어졌고, 새로운 가능
성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관객에게 객관적인 신뢰감을 줄 수 없다. 실제
로 픽사(pixar)의 경우 프리 프로덕션(pre- 
production)단계에서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기로 유명
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숲의 경관을 분석하되 산림학
적인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바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숲
을 이야기의 주된 배경으로 한 두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51)와 「원령공주」(1997)를 대상으로 선정하
고 분석하였다. 두 작품 속에서 숲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배경으로써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의도와 역할을 알아
본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애니메이션 풍경(sceneries)은 단순한 객체인 경치를 

넘어 작가의 주관적 의식을 담아내는 인식장치로서 기능
하게 된다[2].” 이처럼 작가의 의도 분석을 위해 작가의 
성향이나 작품의 제작 배경, 특징을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첫째, 작가의 의도 파악 및 제작 배경을 파악
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둘째, 배경 이미지로써
의 숲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산림 전문가 미국 산림청 리
튼(Litton, R, Burton)이 제시한 시각적 요소에 따른 숲 
경관의 7가지 구분방법으로 애니메이션들에서 표현된 
숲을 분석 한다[표 1].

표 1. 리튼(Litton)이 제시한 숲 경관의 구분방법[3]

구분 내용

파노라믹경관 벌판의 경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의 파노라마처
럼 펼쳐진 형태

지형 경관 지형선을 만들어내는 형태

위요경관 지형이나 다른 경관 구성인자에 의해 둘러싸인 형태

초점경관 시선의 집중을 일으키는 형태

천개경관 수목 등으로 위가 덮여 터널처럼 경관을 이루는 형태

세부경관 꽃이나 잎의 얼개, 지층 구조 등의 구조가 보이는 형태

일시경관 기상인자나 경관구성요소들의 작용으로 일시적으로 경관을 
연출하였다가 사라지는 형태

시각적 요소와 경관의 형태에 따라 나누고, 선택된 이
미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내러티브와 배경이 부
합하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본다. 셋째, 작품에 전반적으
로 나타난 숲의 모습, 즉 배경 디자인의 스타일을 살펴보
고 작품 특유의 표현, 차별화 방안은 없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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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1 제작 배경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Lewis 

Carrol)의 동화가 원작이다. 작가 캐럴(Carrol)은 1862
년 옥스퍼드대 수학교수 시절에 학장이었던 헨리 리델의 
집에 하숙했고, 그 집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지어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작품의 주
된 내용은 주인공 앨리스가 회중시계를 들고 다니는 토
끼를 쫓아 토끼 굴속으로 뛰어들어 이상한 나라로 들어
가게 되고, 그 곳에서 겪는 황당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이
다. 당시 교육적인 내용뿐이었던 기존 동화와는 다르게, 
의인화된 허무맹랑한 캐릭터들 속에서 당차게 모험을 하
는 주인공 앨리스의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그래서
인지 1865년 출판과 동시에 불티나게 팔렸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중 하나가 되었다[4].

원작 동화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다양한 매
체에서 각색되어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5]. 팀
버튼(Tim Burton) 감독을 비롯해 여러 감독들을 통해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된 「이상한 나라의 앨
리스」는 그마다 감독들의 독특한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원작을 가장 잘 살렸다
고 평가되는 작품인 디즈니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Clyde Geronimi, Hamilton Luske, Wilfred Jacson, 
1951)」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Cecil M. Hepworth, 1903)」
  

 

그림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Tim Burton, 2010)」
  

1.2 작품 속 숲의 경관
원작 소설 앨리스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원작 소설 줄거리[6]
구분 내용

제1장
토끼 굴속으로

언니와 함께 소풍 중이던 앨리스는 회중시계를 든 토끼릴 쫓아 
토끼 굴에 들어간다. 토끼 굴 속 이상한 방에 도착한 앨리스는 
탁자 아래 있는 케이크를 발견하고 먹는다.

제2장
눈물 웅덩이

케이크를 먹자 몸이 커진 앨리스, 어찌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린다. 
이때 토끼가 지나가다 앨리스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장갑과 부채
를 떨어뜨리고 사라진다. 앨리스가 토끼가 떨어뜨린 부채로 부치
자 작아지고, 자신이 흘린 눈물 웅덩이에 빠진다. 눈물 웅덩이에
는 여러 동물들이 빠져 있었다. 

제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눈물 웅덩이를 빠져나온 여러 동물들이 몸을 말리기 위해 코커스 
경주를 한다. 앨리스가 고양이 디나 이야기를 꺼내자 동물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진다.

제4장
토끼, 작은 
도마뱀 빌을 
들여 보내다

토끼는 떨어트린 부채와 장갑을 찾아 다시 돌아오고, 앨리스를 
하녀로 여기며 자신의 집으로 보낸다. 토끼 집에서 다시 커지는 
약을 먹은 앨리스는 집에 갇히고 토끼는 정원사인 도마뱀 빌을 
보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아보려 한다. 앨
리스는 과자를 집어 먹고 다시 작아진다.

제5장
애벌레의 충고

앨리스는 버섯 위에 앉아 물담배를 피우는 애벌레를 만나 버섯을 
먹고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방법을 배운다.

제6장
돼지와 후추

앨리스는 공작부인 집에 들어간다. 공작부인 집에는 물건을 마구 
던지는 주방장이 요리마다 온통 후추가루를 치는 바람에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공작부인은 아기를 앨리스에게 맡기고 여
왕의 크로켓 경기에 참가하러 떠난다. 앨리스가 아기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아기는 어느새 돼지가 되어 있다.

제7장
이상한 다과회

앨리스는 3월의 토끼와 모자장수, 그리고 겨울잠쥐가 모여 다과
회를 하는 곳에 간다. 그들은 수수께끼를 내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 겨울잠쥐의 이야기를 듣는다. 앨리스는 무례함을 못참고 
빠져 나온다.

제8장
여왕의 크로켓 

경기장

앨리스는 하트 여왕의 크로켓 경주장에 도착한다. 하트 여왕은 
아무에게나 화를 내며 목을 치라고 명령한다. 사형집행인이 공작
부인을 사로잡아 온다.

제9장
가짜 거북이 

이야기

공작부인은 들어서며 앨리스에게 다정한 척 치근댄다. 공작부인
이 무슨 이야기든 교훈을 늘어 놓자 앨리스는 지루해 한다. 이 
때 하트 여왕이 나타나고 공작부인은 도망간다. 하트 여왕은 앨
리스에게 그리폰을 타고 모조 거북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한다

제10장 
바닷가재 
카드리유

그리폰과 함께 모조 거북을 만난 앨리스는 모조 거북이 들려주는 
바닷가재 카드리유 이야기를 듣는다.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리에 
앨리스는 하트 여왕에게 되돌아간다.

제11장
누가 타르트를 

훔쳤지?

왕은 잭이 여왕의 파이를 훔쳤다며 재판을 열고는 시작하자 마자 
유죄를 선고하려 한다. 하지만 하얀 토끼는 재판의 진행 절차에 
따라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여러 증인을 데려온다. 그사이 앨리
스는 버섯을 먹어 몸이 점점 커진다. 모자 장수와 공작부인의 주
방장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서고, 마지막 증인으로 앨리스의 이름
이 불린다.

제12장 
앨리스의 증언

증인으로 나선 앨리스는 왕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잭을 처형하려
는 것에 반대한다. 재판 끝에 여왕이 배심원의 평결도 듣지 않고 
선고하라고 말하자, 몸이 커져서 아무도 두렵지 않게 된 앨리스
는 그럴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입 조심하라는 여왕의 말에 앨리스
는 너희는 그저 카드 한 벌일 뿐이라고 외친다. 카드들이 일제히 
일어나 공중에 솟구쳐 앨리스를 잡기 위해 달려들고 앨리스는 꿈
에서 깨어난다.

디즈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51)에서 원작 소
설 제 6, 9, 11장에 등장하는 “공작부인”과 “블랙잭”의 
이야기를 러닝타임을 위해 제외하고 각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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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끼 굴속으로”에서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소
풍을 즐기다 회중시계를 든 토끼를 쫓아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간다. 앨리스는 토끼 굴에서 탁자 위에 놓인 음식을 
먹거나 마신 후 몸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일을 겪
는데 “제2장 눈물 웅덩이”에서는 앨리스가 커졌을 때 흘
렸던 눈물로 만들어진 웅덩이에서 작아진 앨리스가 헤엄
쳐 다니기도 한다. 작품 속 순진무구하고 명랑한 앨리스
는 우리가 상상할법한 환상의 세계를 용기 있게 활보한
다[7].

[그림 3]은 “제2장 눈물 웅덩이”에서 다음 시퀀스로 이
동하는 배경이다.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 신비로운 숲속
을 헤매는 이 장면은 위요경관을 이루도록 주위에 나무
들을 배치했다. 배경으로써 수목이 벽처럼 서있는 위요
경관은 수직선 구도에 속하는데 수직선 구도는 위아래로 
연장되는 운동감을 갖는 동시에 정숙함, 엄숙함, 불안감
을 준다[8]. 이는 숲에서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앨리스의 
모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Clyde Geronimi, Hamilton 
Luske, Wilfred Jacson, 1951) 위요경관

앨리스가 토끼 굴속으로 들어가기 전인 현실세계에서
는 자잘한 나무껍질, 나뭇잎, 잔디 등 배경의 표현을 밀
도 높게 사실적으로 그린 반면 이상한 나라에서의 잔디
는 단색으로, 나무의 텍스처는 긴 곡선을 사용하여 간결
하게 표현했다[그림 4].

그림 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Clyde Geronimi, Hamilton 
Luske, Wilfred Jacson, 1951) 나무 텍스쳐 비교 제
1장(좌), 제3장(우)

앨리스가 작아졌을 때 숲속의 세부경관을 활용한 표현
은 질감에 의한 표현이 극에 달하게 만든다. 배경 이미지
의 독특한 질감과 장면의 빛에 의해 정서적인 반응은 크
게 좌우되곤 한다[9]. 작아진 앨리스가 숲속을 다니며 
꽃, 벌레들과 대화하고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장
면은 1951년 당시 관객을 정서적으로 자극해 작품에 몰
입하도록 만들기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세부경관을 이용한 숲의 표현은 CG기술의 발전으로 3D
애니메이션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그림 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Clyde Geronimi, Hamilton 
Luske, Wilfred Jacson, 1951) 세부경관

  

 

그림 6. 「에픽」(Chris Wedge, 2013) 세부경관

“제7장 이상한 다과회”에서 화가 난 앨리스는 다과회 
장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만
다. 숲 속에서 앨리스는 자리에 앉아 울면서 자신의 잘못
된 행동을 돌아본다. 이 시퀀스에서 자주색과 파란색이 
주된 컬러로 사용 되었는데, 작품의 배경인 영국의 대표
적인 꽃 중에 하나인 블루벨(Bluebell)은 이 같은 자주색
과 파란색을 띈다.

  

그림 7. 블루벨(Bluebell)(좌), 블루벨 숲(우)[10]

이곳에 멈춰서 고민하는 앨리스의 모습을 초점경관으
로 집중시켜 보여주고 있었다. 노연숙의 “색의 속성 변화
에 따른 이미지의 감성 반응 분석 연구”[11]에 따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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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색과 파란색은 노란색과 초록색에 비해 감수성과 예술
성, 심미성을 감상자에게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표
현은 연극적인 연출로 앨리스의 내면적인 성장을 효과적
으로 나타냈다.

 

그림 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Clyde Geronimi, Hamilton 
Luske, Wilfred Jacson, 1951) 초점경관

  
1.3 작품 속 숲의 특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51)에서 숲의 표현방식은 

표현주의에 가까웠다. 표현주의란 현실 세계를 객관적으
로 재현하기보다는 정신적 세계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한다. 즉 전통적으로 예술은 자연의 정확한 모방
을 추구해왔는데 표현주의는 이러한 전통적인 예술, 방
식을 거부하고 작가의 표현의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1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51)에서 이상한 나
라 속 숲은 정적인 곳이 아닌 어린아이들을 위한 허무맹
랑한 상상 속 놀이터 같은 공간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
타내기 위해 작품 속 현실세계의 숲과 이상한 나라 속 숲
의 스타일을 달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한 나라
에서 숲은 의인화된 캐릭터들의 등장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의인화된 캐
릭터는 상징성과 친근감, 주목성, 이미지의 순화 등의 특
징을 지니는데, 작품 속에서 배경은 의인화된 캐릭터의 
등장이 어색하지 않도록 배경의 텍스처와 밀도를 낮추
고, 형태와 색상을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
징은 생동감과 호감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의인화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줄
어들지 않고 있다[13]. 또한 원작이 동화인 것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낮은 앵글의 구도가 많았는데 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었다.

2. 원령공주
2.1 작품 배경
“미야자키 감독의 1997년 작품인 「원령공주」는 제작

비 20억엔,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 구상만 16년, 제작
기간 3년, 작화 장수 14만 4천장 등 새로운 기록을 수립
해가며, 개봉 이후 한 달만에 관람객 천만 명을 넘어서는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이다[14].”

“「원령공주」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의 신화들이 축을 
이루고 있다. 한 축은 흰 들개신과 같이 직접적인 아이누 
신화, 또 한 축은 일본 특유의 재앙신을 등장시키는 원령 
사상,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샤머니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북방계 신화가 그것이다. 특히 시베리아 샤머니
즘의 흔적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 사슴신은 삶과 죽음
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낮에는 사람의 얼굴에 기이
하게 크고 무성한 뿔을 지닌 사슴의 모습이고, 밤에는 데
이다라보찌라는 거인의 모습을 한 신이다. 이 사슴신을 
신화적으로 바라보면 우주의 축인 세계수나 우주목의 변
형된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15].” 이렇듯 「원령공
주」(1997)는 미야자키 감독의 작가정신인 휴머니즘과 
자연주의, 남성위주 사상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작품이
다.

2.2 작품 속 숲의 경관
「원령공주」(1997)의 배경이 된 곳은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섬의 시라타니운스이 계곡이다. 온대우림에 속
하는 이 숲은 나무의 높이가 비슷하고, 덩굴과 잎사귀가 
무성해 숲속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습도가 높다. “온
대우림은 강수량이 높고, 겨울에도 3℃이상의 기온을 유
지해야하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16].” 원시림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라타니운스이 
계곡은 일본 유수의 이끼 명소로 나무 기둥과 돌까지도 
초록색 이끼로 뒤덮여 있다. 이러한 다양한 초록색으로 
조성된 숲의 위요경관은 신비로움까지 느껴지게 한다. 
또한 이슬이나 비를 맞아 물을 머금은 이끼는 빛을 받았
을 때 더 빛나 보이는데 이러한 일시경관은 절경을 만들
어낸다. 이러한 일시경관적인 요소가 작품에 녹아들어 
숲속의 요정들이 신비롭게 빛을 내며 작품 곳곳에서 등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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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라타니운스이 계곡[17]
  

 

그림 10. 「원령공주」(미야자키 하야오,1997)숲 속 요정

작품 속 배경은 아래 그림처럼 천개경관을 활용한 배
경들이 많이 보인다. 천개경관이란 울창한 숲 속의 오솔
길은 대개 나뭇가지로 이룬 수관으로 하늘이 덮여있는
데, 수목 등으로 위가 덮여서 터널처럼 이룬 경관을 말한
다[18]. 천개경관은 애니메이션에서 한낮에도 어두운 숲
속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 되곤 한다. 우거진 나무들
로 터널처럼 만들어진 숲 속은 어둡고 폐쇄적이지만 새
어 들어오는 빛의 색상에 따라 의해 신비롭게 느껴지기
도 한다. [그림 11]은 지형경관, 파노라믹경관을 이용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1. 「원령공주」(미야자키 하야오,1997) 숲의 외부모습 
지형경관, 파노라믹경관(좌), 내부모습 천개경관(우)

숲의 중심지역은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는 옹달샘이 
있다. 숲을 신성한 자연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람보다 몇 

배나 큰 나무들을 위요경관으로 주위에 건물처럼 배치시
켰다. 또한 옹달샘의 수면은 수목의 수직선 구도를 한층 
더 강조해 엄숙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작품에서 숲은 이
끼를 활용한 다양한 초록색으로 캐릭터는 원색에 가까운 
붉은색을 사용해 표현했는데, 상대적으로 작고 상처 입
은 인간이 이러한 숲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작고 나약
한 존재인지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그림 12].

그림 12. 「원령공주」(미야자키 하야오,1997) 
         위요경관(좌), 단순화시킨 위요경관(우)

자연과 인간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자연은 신비롭
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반면 인간은 서로 약탈하고 상처 
입힌다.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 속에서 물은 생명의 본질
로 자주 등장한다. 옹달샘은 전쟁에서 상처 입은 인간이 
치료받고, 주인공이 사슴신을 만나 저주를 정화 받는 장
소이다. 사슴신이 처음 등장하는 시퀀스에서는 빛의 퍼
짐, 물의 퍼짐 등의 일시경관을 이용해 사슴신을 신성해
보이도록 표현했다. 일시경관은 “빛의 퍼짐이나 물의 퍼
짐 때문에 주로 방사형 구도로 나타나는데 방사형 구도
는 강한 율동미를 추구하기 위한 구도로 주제부를 부각
시키기에 좋다[19].” 또한 작품의 도입부에서부터 일시
경관을 사용해 화약과 흙먼지 속에서 전쟁 중인 인간과 
상처 입은 생명을 치유해 주는 자연, 두 가지의 상반되는 
소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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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원령공주> 자연(신) 일시경관(좌), 인간 일시경관(우)
  
2.3 작품 속 숲의 특징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은 극사실적인 자연의 묘사가 

특징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보다는 실존하는 숲의 
철저한 현장답사로 숲 경관의 특징들을 찾고, 자신의 내
러티브에 적절하게 접목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관객들에게 사실감을 부여해 작품에 보다 집중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미술에서 리얼리즘은 현실에서 얻은 자료
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적인 회화적 묘사를 넘어 작가
의 주관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표현적 형식을 동원한
다[20].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리얼리즘
이 다양한 장르적 양상을 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고 할 수 있다[21]. 작품 속에서 미야자키 감독은 사실주
의적인 표현에 입각해 숲을 파괴하려는 인간(근대화)과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사슴신(자연)이 벌이는 싸움을 통
해 근대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인의 사상을 비유적으
로 표현하고 있었다. 

「원령공주」(1997) 외에도 미야자키 감독은 단독으로 
연출을 맡았던 첫 작품인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미래소
년 코난」(1978)에서 부터 지브리의 또 다른 작품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1984) 등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숲과 
물을 생명의 메타포로 한 이야기를 다수 제작하였다. 이
러한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들에서 자연은 일시경관으로 
아름답고 신비롭게, 위요경관으로 거대하고 엄숙하게 표
현되고 있었는데 감독은 이를 통해 자연은 아끼고 보존
해야하는 대상이므로 인류가 더 이상 자연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으로써 나타나는 숲의 
이미지를 산림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접근해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1951)와 「원령공주」(1997)의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51)는 작품의 내러티브에 
따라 배경의 스타일에 차이를 두었는데 이는 앨리스가 
모험하는 이상한 나라를 의인화 된 캐릭터가 등장해 얼
마든지 해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적인 역
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51)는 당
시 영국 여왕의 시대, 즉 절대 왕정시대의 사회상을 은유
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당시 교훈적인 내용의 동화만이 
즐비하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원
령공주」(1997)에서 미야자키 감독은 캐릭터들의 삶과 
죽음을 강조해 보여주는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에 있다고 보는 자연주의 사
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배경이 되는 숲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작품의 핵심 장소인 숲의 
중심 옹달샘은 위요경관을 활용한 수직선 구도를 주로 
사용해 숲이 신성한 공간으로까지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미야자키 감독은 숲의 구도와 경관을 통해 자신이 이야
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의식을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있었
다.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캐릭터, 소품 등의 요소들을 유
기적으로 통합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배경으로써 숲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작품의 장르, 스타일을 떠나 온전한 창조에서 이루어
지기보다는 적절한 현장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관객에게 사실감을 부여해 작품에 몰입을 돕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숲의 배경을 산
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누고 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의 시도는 기존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이
미지로써 분석하던 방법과는 다른 면에서 접근하여 작가
의 의도를 파악하고 되짚어 볼 수 있고, 나아가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숲의 제작 공정을 효과적으로 양식
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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