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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니메이션은 계몽 형태의 대중예술로서 다양한 연령대에게 쉽게 다가가 그들이 외면하는 사회문제를 재고찰하

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윌러비 가족>의 캐릭터 설정과 조형의 상징성이 사회 의제의 인식 제고 방안으

로써 작용하는지 분석했다. 현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족 형태의 수용 필요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으며, 애니메이션의 색채와 조형성은 관객의 심리적 감동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선행 연구를 살펴봤다. 작품은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캐릭터로 보여주며, 가족의 형태를 세분화했다. 조화로운 색채의 무지개는 다양

한 가족 구성원을 상징했으며, 각진 형태와 차가운 푸른색의 조형적 특징으로 이루어진 고아국 요원은 무관심한 이웃과 

함께 현대의 원칙주의적인 2차 가해자로 표현하여 관객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본 논문은 복지사회 건설과 지원체계에 

앞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수인 시점에 사회 의제를 작품으로 표현하여 관객의 문제 인식을 깨우칠 수 있는 애니메이

션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대중예술, 사회 의제, 조형성, 색채

Abstract  Animation is a popular art in the form of enlightenment that intimately approaches people 

of various ages and makes them reconsider the social problems they have igno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haracter setting and formative symbolism in "The Willoughbys" raise 

awareness of social agendas. The previous studies found that the modern society needs to be aware 

of child abuse and various types of family, and examined that color and formativeness of animation 

induce psychological and behavior change from the audience. The work shows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characters, and presents the subdivided form of the family. The rainbow symbolizes diverse 

family members. The agents with visual characteristics express the modern principle-based secondary 

perpetrator along with apathetic neighbors to urge a change in audience perception. This paper insists 

the value of animation when it is essential to raise public awareness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society and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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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중예술은 관객과 상호소통하며 감독의 의도를 피력

하고 각 콘텐츠만의 개성 있는 독특한 이야기 구조와 형

태로 대중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도

록 돕는다[1]. 이를 통해 구현된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오

락성과 상업성에 그치지 않은 계몽 형태의 예술인 것이다. 

애니메이션 영화 <윌러비 가족>의 감독 크리스 피언

은 학대의 피해자인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할 가족을 스

스로 선택하는 과정과 그 주변의 반응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이전부터 꾸준히 대두되나 해결되지 못한 아

동학대의 문제점과 차가운 시선을 받는 낯선 프레임의 

가족 형태를 주제로 의도적인 장치들을 심은 것이다. 

대중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낯선 표현들은 꺼리

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와 비교해 대중들이 상상으로 인식하는 관념으로 인

해 수용의 거부감이 낮다 보니[2] 다양한 연령대가 문제

에 접근하기에 더욱 쉽다. 사회의 구성원인 대중의 인식

을 깨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온전한 사회의 변화를 꾀

할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작품이 대중의 문제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적 가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영화 <윌러비 가족>의 캐릭터 

설정과 조형의 상징성을 통해 현대의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고발하며 다양화된 가족 형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대중예술로서의 가치에 부합하는 내

용들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Fig. 1. The Poster of The Willoughbys

2. 이론적 배경

2.1 현대사회의 아동학대 실태

과거와 비교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아동학대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그와 관련된 범죄와 학대 행

태에 대한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88년 5월 5

일,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 9조에 따르면 “어린이는 학

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최근 

입법 개정된 아동학대 방지법에 따르면 학교에서뿐만 아

니라 집에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있

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9호에 "자기의 보호 또

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

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범

위와 구체적인 규범이 세워지지 않아 본 법규를 통한 처

벌은 미흡한 실정이다[3]. 학대받는 아동을 찾는다고 해

도 법률상 부모들로부터 공무원이 아동을 강제적으로 격

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 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

는데,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신체학대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학대, 감금이나 언어적 위협을 통한 정서적 학대

와 양육 및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이 있다. 미

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윌러비 가족"에서 드러나는 아동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고

전적인 방임의 형태인 아동 유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

었으며[4] 그에 대표되는 아기 캐릭터도 극 중에 존재한

다.

이미 미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국정

의 지표로 삼고 공식 통계로 분류하며 아동학대 발생 수

를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과 

같은 활동을 펼치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아동학

대에 대한 현 실태 조사마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뉴스

나 신문에서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커다란 사건 

몇 개를 조명하며 사람들의 관심만을 이끌고 있을 뿐, 그

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아

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

사회 건설이 필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국민적 인식의 제

고[4-6]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당 애니메이션 속에 표현된 계몽적 

차원 관객들의 인식 제고 방안 등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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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가족 형태의 수용 필요성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7]. 표준적

이며 정상적이라고 평가되는 가족의 기준은 남녀의 결혼

을 중심으로 혈연이라는 이상적인 틀로 묶여 있으며 이

는 최근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8]. 사회와 산업

이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가족 구성은 소규모로 축소되거

나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핵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등의 가족 유형이 보편적인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차별과 편견

으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 정서, 경제, 

사회문제를 호소하고 있다[9].

다양한 가족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잘

못된 선입견과 평가가 분분하여 취업과 관련된 환경적, 

제도적 측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9]. 적

절한 사회적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위기청소년의 증가로까지 이어져 간과할 

수 없이 거대한 문제로 진화할 수 있다[10]. 가족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해결방식, 지원체계가 논의되며 

연구되고 있으나 가족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

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

다. '가족'의 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련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윌러비 가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

며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3. 윌러비 가족 캐릭터 분석

애니메이션 영화 <윌러비 가족; The Willoughbys>

은 2020년에 넷플릭스로 상영된 애니메이션 영화로 로

이스 로리의 아동 소설이 원작이다. 영화의 감독 크리스 

피언은 원작 소설이 현대의 정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재고찰을 일으키는 블랙코미디와 비판적인 시선을 동화

와 같은 시점으로 대담하면서 터무니없이 진행한다는 점

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12]. 혈

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선택할 수 없으나, 자신이 사랑하

는 사람과의 연대는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지하려

는 노력이 담긴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애니메이션의 캐

릭터 그래픽 스타일은 클레이 점토로 이루어진 스톱모션

을 연상케 하는 아기자기 느낌으로 표현되어 어린 연령

대의 관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갔으나 그 내용은 

가볍지 않은 탓에 평점은 IMDb[13]와 메타크리틱[14], 

네이버 영화[15] 점수를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6.71점 

수준을 받고 있다. 어른들은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며 공감했으나 함께 본 아이들이 

친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장면과 학대하는 장면 등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3.1 캐릭터 설정

3.1.1 무책임한 부모 캐릭터

윌러비 가의 부부는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며 항상 

식사를 함께하고 아내를 극도로 보호하여 예상 가해 대

상에 지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비상식적

으로 그 가해 범주 안에 자식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은 

부모라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연인으로서의 상대에게는 충실하지만 쌍

둥이 막내인 바나비들을 자식이 아닌 타인처럼 대하고 

첫째 팀은 지하실에 가두기까지 하는 등 이 작품의 사회

적 메시지가 명백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임

을 작품을 보는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어린 연

령층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해피엔딩을 지양하며 악역의 캐릭터들이 종국에 개과천

선을 하거나 자신의 과실을 회개한다는 전형적인 캐릭터 

설정과는 달리 끝까지 자신들만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설

산에 두고 떠나버리는 이례적인 종결을 선택한다. 이는 

무지에 기인한 아동학대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학대 행태는 변치 않는다

[6]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 Parents only love each other and 

abandon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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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방임 양육된 윌러비 자녀 캐릭터

첫째인 팀은 가문의 상징인 붉은 수염이 자라길 기대

하고 부모와 가문에 사랑을 고대하는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지하실 감금과 호통, 굶김 등 

학대를 받고 동생들을 대신해 냉담한 부모에게 군인처럼 

정자세로 보고하듯 소통하는 맏형이다. 이는 신체적 폭

력 없이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5] 

보여주는 설정이다. 둘째 딸인 제인은 노래에 재능이 있

지만 시끄럽다는 부모 탓에 자존감과 재능이 묻힌 아이

이다. 이 재능은 제인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부

터 드러나며 아동학대 아래에 피어나지 못하는[16] 수많

은 인재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제인과 마찬

가지로 쌍둥이 남동생들 또한 상상한 것을 만드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며 억압하는 부모 몰래 그들

이 집안에서 만들어낸 장치들은 상당히 정교하고 어린아

이다운 상상력이 가득 차 있다. 부모를 제외한 형제들은 

서로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되는 가족이었으나 아

이들이 아무리 조숙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성인 

어른,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모 린다를 통해 

드러난다.

Fig. 3. The difference in atmosphere 

between having a guardian and 

not

3.1.3 유기된 아기 캐릭터 

아기는 등장부터 부모에게서 버려져 이름이 없다. 그

러나 자아가 성립되기 전의 나이라 그런지 자신의 처지

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밝은 미소만을 보인다. 아기는 아

동학대 중 가장 고전적인 방임 형태, 유기[5]로 시작되었

으나 윌러비 형제들 덕분에 외로이 살고 있던 멜라노프 

사령관에 의해 입양된다. 아기의 이름을 루스라 지어주

며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사탕 공장 가동을 멈

추기까지 아기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사령관의 모습에서 

친부모 이상의 따뜻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아인 루스

는 아무거나 주워 먹어 무지개 토를 하는 등 다양한 문제

를 일으키며 그 나이 때 아기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과 행동은 애니메이션 작품 내에서 과장되게 

표현됐지만, 실제 루스 나이의 아기는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켜 배워가며 위험한 것들을 배제해 주는 것은 보호

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윌러비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얌전하지 못했던 아기가 어른인 멜라노프 사

령관과 유모 린다의 품에서는 안정을 찾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 The baby has regained stability in 

guardian’s arms

3.1.4 비전형적인 양부모 캐릭터 

멜라노프 사령관과 유모 린다는 작품 내에 부모 이외

에 등장하는 어른 캐릭터로서 둘 다 가족이 존재하지 않

는다. 사령관은 무지개를 뿜어내는 사탕 공장을 운영하

며 홀로 살아왔고 유모 린다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

며 가족을 이룰 꿈을 키워왔다. 두 캐릭터는 윌러비 형

제, 아기 루스와 혈연관계는 아니나 작품 내에서 아버지

와 어머니의 역할을 맡으며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다양

한 가족의 형태를 연상케 한다. 멜라노프 사령관은 아기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육아에 매번 실수를 저지르는

데, 이는 입양가족 혹은 아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그와 반대로 어릴 적부터 가족을 갖는 것이 꿈이었

던 유모 린다는 아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윌러비 형

제의 속내를 파악하고 상처받은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어



조형의 상징성과 의미 분석을 통한 사회 의제 표현 연구 - 애니메이션 <윌러비 가족>을 중심으로 611

머니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유모 린다는 아름다운 

외모와 수동적인 성격의 전형적인 어머니 캐릭터가 아

닌, 동그란 몸매에 피부색도 아이들과 다르게 나온다. 보

육원에 몰래 잠입해 팀을 빼내기까지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모습을 보여주나 그런데도 멜라노프와 린다는 작품 

속 다른 등장인물들로부터 부모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는 판단을 받는다. 멜라노프는 아기를 키우기에는 위험

한 공장이 집이며 린다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

다. 이러한 편파적인 시선과 선입견은 현 사회에서 공공

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18]. 그러나 

친부모의 방치로 얼어 죽을 뻔한 윌러비 아이들을 극적

으로 구해내며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멜라노프와 

린다의 행동으로 본 작품은 진정한 부모의 자질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한다.

Fig. 5. Untypical types of parents

3.2 색감의 상징성과 조형적 의미

색채는 영상매체에서 시각적 경험으로 작용하여 관객

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캐

릭터와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색채를 통해 감독

의 의도를 관객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19]. 파버 

바렌은 색채가 여러 세기를 지나 심리적 상징적 의의로 

확립되면서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경험은 구

체적인 색상에 따라 표현된다고 설명했다[20]. 색채의 표

현을 단순하게 사고하면 긍정적 환경 형성과 주인공에게

는 따스한 색을, 주인공을 대적하거나 경쟁하는 적은 차

가운 색 혹은 무채색으로 표현된다[21]. 색채의 차이가 

관객의 공통적인 심리적 감동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22].

작품의 특정 장면 속에서 추출한 색채는 RGB 색 체계

와 국제표준 색체계로 사용 중인 먼셀(Munsell)의 컬러 

시스템으로 표현했다. 먼셀의 색표계는 사람의 감각과 

가장 가까운 체계로 색상(Hue), 명도(Value), 채도

(Chroma)로 분류했으며 표시할 때는 H V/C로 표기한

다[23].

애니메이션을 분석하는 데 있어 움직임이나 이야기 전

개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형태, 특징적인 조형성을 파악

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형이란 제작되던 당시의 사회 문

화의 영향을 반영하며 작가의 사상이 표출되므로 애니메

이션에서 주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24]. 디

자인 사전[25]에서는 조형(Gestaltung)이란 점, 선, 면, 

색, 빛, 공간, 시간 등의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조직화되

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김혜성과 조형성의 연구[26]에

서는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아 조형의 구성요소를 형, 색, 재질, 빛, 그림

자로 추출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최혁재의 논문[27]에서는 기

존 조형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각적 조형 요소의 범주를 

형태, 색채, 질감, 비례로 설정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조

형성은 시각적 정보 전달뿐 아니라 지각과 심리적 변화

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야기의 흐름과 주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28]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강조되는 특징적인 조형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1 다양한 색채의 무지개

무지개는 그 중요도를 반영하듯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

지 시종일관 화면에 상징성을 내포하며 등장한다. 초반

에는 제인의 꿈과 희망으로, 중반에는 양아버지가 되는 

멜라노프 사령관의 사탕 공장의 연기로, 후반에는 아이

들이 부모를 찾아 떠나는 비행선의 연료 구름으로 이야

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항상 집 안에 갇혀 창밖

의 무지개를 보며 노래하는 제인은 무채색 도시 틈에 걸

려 있는 무지개의 끝에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있을 것

이라 상상한다. 닿을 수 없는 무지개에 희망을 품는 것은 

이웃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음을 알

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름 없는 아기가 버려졌을 때 

제인은 그 무지개 끝에 아기를 데려주기로 하게 되며 그

렇게 아기와 만나게 된 것이 그의 양아버지가 되는 멜라

노프 사령관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인이 무

지개 끝에서 가지게 되기를 바랐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

는 진정한 부모임을 추측할 수 있다. 후반에는 형제들이 

부모를 찾아갈 때 탄 비행선에서 무지개가 나온다. 가족

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으나 친부모가 

결국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 윌러비 형제는 스스로 고아

라고 칭하게 된다. 그러나 뒤따라온 멜라노프 사령관과 

유모 린다, 아기 루스가 형제를 구해주며 그들은 '이질적

이지만 완벽한' 가족이 된다. 하나의 색이 아닌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는 단색보다 조화로운 배색을 통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4호612

해 정서 구축을 강화하며[29] 이렇듯 서로 다른 구성원들

로도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작

품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Color R G B Munsell

202 39 92 10RP 5/14

216 61 52 7.5RP 5/16

255 177 73 7.5YR 8/10

179 235 82 7.5GY 8/10

153 200 210 7.5B 7/4

79 88 186 10PB 4/12

Table 1. Rainbow color analysis

3.2.2 고아국 요원과 무관심한 이웃 캐릭터

고아국, 보육원으로 데려가는 요원들은 다양한 색채의 

주인공들과 다르게 각진 형태에 차가운 푸른색 계열을 

띠고 있다. 요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는 어두

운 푸른색으로 색채디자인 교과서[30]에 따르면 근심과 

보수를 상징하며 IRI 색채연구소[31]에서는 딱딱하고 무

겁거나, 어두운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했다. 정장과 선글

라스를 착용해 감정의 표현이 적은 요원은 이성적인 판

단으로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하다 입양을 보낸

다. 그러나 입양 보내진 윌러비 형제들이 이전 집에서보

다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입양 부모로부터 도망치

는 모습을 통해 고아국 요원들의 이성적 판단이 항상 옳

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무관심은 학

대당하는 윌러비 형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웃

들, 린다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시선)들에게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딱딱

한 조형과 다채로운 색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32] 그

들을 사회의 방임자와 원칙주의적인 그릇된 가족관을 가

진, 즉 2차 가해자들로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Part Color R G B Munsell

Skin 35 105 123 5B 4/6

Eye 7 47 79 5PB 2/6

Hair 4 9 30 5P 2/2

Cloth 6 13 16 7.5BG 2/2

Cloth 21 87 114 7.5B 3/8

Table 2. Agent color analysis

3.2.3 콧수염의 의미

윌러비가는 오랜 전통을 가진 집안으로 조상 때부터 

풍성한 콧수염을 가진 이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곤 했다. 

처음 윌러비가를 나레이션이 소개할 때 온 벽면에는 지

금까지의 윌러비 가족들의 사진과 그림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그들은 공통으로 콧수염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역경을 헤치거나 함께 식사했다. 새로운 가

족을 이룬 윌러비 자녀들이 안정을 찾자 콧수염이 생긴 

것처럼 윌러비가에게 ‘콧수염’이란 위대함과 더불어 가

족의 상징성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본 작품에 등장하

는 친부모는 콧수염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없다. 감독은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캐릭터에게 실 같은 콧수염 혹은 

콧수염을 아예 주지 않음으로써 조형적 특징으로 관객에

게 그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콧수염의 조형적 의미는 윌러비가뿐만 아니라 

멜라노프 사령관과 유모 린다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윌

러비 아이들이 버려진 아기를 멜라노프의 사탕 공장 앞

에 두고 그 경과를 지켜봤을 때, 첫째 팀은 아기를 데리

고 들어간 사령관의 풍성한 콧수염을 보고 충격을 받는

다. 굉장한 콧수염을 가진 멜라노프 사령관이 지내는 곳

은 아기에게 완벽한 집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결과적으

로 그는 양아버지로서 아기 루스를 사랑하고 바르게 양

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니 풍성한 ‘콧수염’은 조형적으

로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정도를 표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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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mustache 
character

Father They are egoists who only love 
themselves and abuse their 

children. There is also no great 

achievement.Mother

Rich mustache 
character

The ancestor of 
Willoughby

They love their families and 
sincerely take care of children. 

The ancestors make great 
achievements and Melanoff and 
Linda form a new family with 

willoughbys.

Melanoff

Linda

Table 3. The meaning of mustache

유모 린다는 본래 콧수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윌러비 

아이들이 고아국 요원들에 의해 뿔뿔이 흩어져 입양되었

을 때 작위적인 콧수염을 만들어낸다. 죄책감에 빠진 팀

을 일으켜 세우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하나로 모아주

는데 이러한 일은 윌러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이

룰 수 없는 대단한 일이었다. 역사책에 길이 남을 만한 

발견이나 예술작품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또한, 위대한 업적이라는 의미를 감독은 윌러비

가의 콧수염, 양아버지(멜라노프)의 콧수염, 아이들을 사

랑한 유모의 콧수염으로 조형적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

다.

Fig. 6. Characters with mustaches and love

4. 가족의 형태와 의미의 진정성

<윌러비 가족>은 궁극적으로 주인공 캐릭터들을 모두 

하나의 가족으로 모으지만, 그 안에서도 가족의 형태가 

세부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형태는 형제인데 윌러비 

형제들은 양육이 필요로 한 나이임에도 서로의 유대감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속력을 다진다. 그들의 결핍

이 부모라는 존재뿐이었다면 각자 입양 가족에게 보내졌

을 때 행복하게 지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형제들

과 떨어지자 제인은 노래를 그만두었고 바나비들은 TV 

앞에 앉아 명석한 사고를 그만둔 것이다. 그러므로 다투

면서도 함께 있으면 안정을 찾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

는 윌러비 아이들의 모습은 작은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When they with their siblings
When they are forced apart from 

their siblings

Banabies used their creativity to 
create various inventions in the 

house.

Banabies stopped thinking and 
inventing.

Jane sang her favorite song 
whenever she had time.

Jane didn't sing when she's away 
from her brothers.

Tim was full of confidence as it 
handled the accidents caused by 

its younger brothers.

Tim lost confidence and rejected 
his new family and became alone.

Table 4. The result of oppressively separated siblings

두 번째 형태는 한부모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을 말하며 원래는 편부모 

가족이라고 칭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한부모 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했다. 이

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멜라노프 사령관과 아기 루스인데 

사령관은 홀로 공장에서 살면서 아기를 키우기에는 부적

합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회에서 가지는 

편견 중 하나로 사령관의 사랑을 받는 아기 루스는 버려

졌을 때보다 더없이 안정감을 찾고 행복해한다. 멜라노

프 사령관 또한 아기 루스를 입양하게 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점차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하며 유

모 린다와 같은 도움이나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따스한 

시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33].

세 번째 형태는 보육원 가족이다. 색채의 상징성에서 

고아국 요원들이 어두운 푸른색으로 감정 표현이 적고 

이성적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나 어느 가족에게도 입양되

지 못하고 고아국(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란 린

다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한

번 고아는 영원한 고아야'라고 말하며 린다를 절망하게 

하지만 고아국에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오트밀 죽에 정

성을 쏟는 모습이나 린다가 아이들을 구조한 행동을 자

랑스러워하는 등, 또 다른 면모를 보인다. 또한, 린다는 

고아인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이 성

장할 동안 먹었던 고아국의 오트밀을 아이들에게 밥으로 

만들어준다. 보육원 가족은 혈연으로도 서류상으로도 가

족으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성장기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들을 가족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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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애니메이션 영화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만큼 많은 이에게 그들이 외면하거

나 혹은 쉽게 잊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영화 <윌러비 가족>은 작품 내에

서 아동학대를 당해 정서적으로 상처 입은 어린 캐릭터

들이 또 다른 피해자인 어른들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며 치유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개개인에 있어 가족

의 소중함을 피력하고 있다. 무관심한 이웃들과 이성적

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고아국 요원들, 그리고 마지막까

지 변하지 않는 친부모의 모습에서 관객은 현대사회 아

동학대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에는 피가 섞이

지 않은 개개인들이 무지개처럼 가족으로, 하나로 어우

러지는 끝맺음을 내면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새롭게 만들

어지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

독이 작품으로 전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현 실태 조사 부족이나 이에 대한 미

흡한 정책적 미래 대비 등의 현 실정은 모두 사람들의 무

관심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해 야기되어졌

다. 또한,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족 단위가 적어지고 다양

해지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정서적 괴로

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나 복지사회 건설에 앞서 국민의 인식 제

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교훈적인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계몽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선 사랑과 희생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대

중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인식 변화의 방안으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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