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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애니메이션(Appendix short animation)의 기능 연구

이현아(목원대학교)

 

Ⅰ.서론

 최근 픽사의 <토이스토리3>(TOY STORY3, 2010)가 상영되기 전에 <낮과 밤>(Day&Ninght, 

2010)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기 전에 이러한 단편 애니메이션들이 상영되는 것은 최근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 논문은 장편 애니메이션 앞에 상영되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부록 애니메이션(Appendix short 

animation)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기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부록 애니메이션은 상업적

인 장편 애니메이션의 앞 혹은 뒤에 상영되거나, 장편 애니메이션의 별도의 번외편을 말하는 단어

로 쓰일 것이다. 

 2D 애니메이션의 활약이 점점 낮아지고 3D 상업 애니메이션의 활약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애

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점차 3D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부록애니

메이션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픽사나 워너브라더스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록 애니메이션은 주로 상업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미국의 큰 규모의 회사인 픽사나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드림웍스, 유니버셜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거대한 기

업에서, 즉각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부록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해

줄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스튜디오의 단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별적인 연

구1)만이 이루어 졌을 뿐이다.

 부록 애니메이션은 좀 더 세분화 되어 오프닝 애니메이션(Opening animation)과 엔딩 애니메이

션(Ending animation), 그리고 번외 애니메이션(extra anim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애

니메이션의 목적은 신인감독의 채용이나 실험, 광고효과, 서비스의 일환 등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가설에 입각하여 각 회사마다 부록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실질적인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 3D 애니메이션의 주요 제작사인 픽사,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드림웍스, 유니버셜의 부록 애

니메이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윤정 「픽사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유머요인 분석(Humor Elements Analysis of Pixar Short Films Based on Henri Bergson's 
Theory of the Comic」,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19, 2010  / 김해윤 「  컴퓨터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발달 과정에 대한 고찰 -픽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및 픽사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Study on a Development Process of Computer Graphics and Animation -Focusing on 
Pixar`s 3D Short Animation-) 」, 디지털영상학술지, Vol.7 No.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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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록 애니메이션(Appendix short animation)의 정의

 이 논문에서 부록 애니메이션(Appendix short animation)은 말 그대로 부록으로 사용되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의미한다. 즉, 영화관 안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기 전과 후, 그리고 영화관 

밖에서 장편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 보여지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총괄하는 단어이다. 부록 애니메

이션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장편 애니메이션 전에 나오는 단편 애니메이션은 오프닝 

애니메이션(Opening animation), 뒤에 나오는 단편 애니메이션은 엔딩 애니메이션(Ending 

animation), 그리고 영화관 밖, 즉 TV나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본편에 관련된 단편 애

니메이션을 번외 애니메이션(Extra animation)이라 정의해 보았다. 픽사에서는 이 논문에서 쓰이

는 부록 애니메이션을 “차세대 단편들(The next generation of shorts)”과 “장편을 위한 기초단

편(Feature Film-based shorts)”2), 혹은 단순하게 “장편(Feature Film)”과 “단편(Short Film)”3)

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스튜디오들에서는 이러한 부록 애니메이션을 지칭하

는 특정한 단어를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픽사의 구분을 그대로 따르지 않

고, 이들 모두를 부록 애니메이션이라는 용어로 부를 것이다.

오프닝 애니메이션 -예) 픽사 : <새들을 위하여>(for the birds, 2001)

(Opening animation) <점프>(boundin, 2003)

드림웍스 : <로드러너& 코요테, 2010>

부록 애니메이션

(Appendix short

animation)

   엔딩 애니메이션       -예) 픽사 NG컷

  (Ending animation)

번외 

애니메이션

(Extra 

animation)

보충 애니메이션 (supplement animation)

예 : 드림웍스 <쿵푸팬더:다섯 용사의 비밀>

속편 애니메이션 (sequel animation)

예 : 드림웍스 <마다카스카 펭귄 시리즈>

표1.  Appendix short animation의 구분

 우선 오프닝 애니메이션은 영화관 안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기 전에 보여지는 단편 애니

메이션이다. 장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단편 애니메이션은 주로 새로운 감독의 가능성

을 타진하거나, 내용이나 형식실험을 통해 관객의 반응을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엔딩 애니메

이션은 보통 장편 애니메이션의 보너스 컷으로서 관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번외  애니메이션은 영화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편에 대한 번외편을 말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보충 애니메이션(supplement animation)으로 본편의 부연 설명이나 본

편에선 몰랐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장편의 이해를 돕고 그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

2) Amid Amidi 『the art of PIXAR short films』Chronicle books, 2009.02.01 75p. 136p.

3) http://www.pix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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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니메이션이고, 속편 애니메이션(sequel animation)은 장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나오긴 하

지만 장편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새롭고 짤막한 이야기를 해준다. 이 두 애니메이션의 주된 목적

은 광고효과와 팬서비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프닝 애니메이션 엔딩 애니메이션
번외 애니메이션

보충 애니메이션 속편 애니메이션

픽사 10 10 3 12

드림웍스 3 13 1 4

워너브라더스 3 2 · ·

유니버셜 1 1 · ·

디즈니 · 4 · 1

표2. 각 스튜디오의 부록 애니메이션 현황

 위 표2와 같이, 픽사는 부록 애니메이션의 시초인 만큼, 오프닝, 엔딩, 번외 애니메이션을 골고루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드림웍스도 픽사처럼 부록 애니메이션을 전체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주로 오프닝 애니메니이션이나 번외 애니메이션보다 짧지만 효과적으

로 실험할 수 있고, 관객들에게 간단한 팬서비스가 가능한 엔딩애니메이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워너브라더스나 유니버셜, 디즈니는 픽사나 드림웍스에 비해 3D 장편 애니메이션을 많이 선보이

지 못해서 부록애니메이션이 수(數)적으로 적지만 나름의 팬서비스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추세이

다.   

 Ⅲ. 오프닝 애니메이션(Opening animation)의 기능

 픽사는 대표적인 오프닝 애니메이션의 선구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몬스터주식회사>(Monster. INC , 2001)의 오프닝 애니메이션인 <새들을 위하여>(for 

the birds)를 시작으로 장편애니메이션을 개봉 할 때 마다 주로 신인감독의 채용을 목적으로, 혹

은 실험적이고 팬서비스 차원의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함께 선보였다. <벅스라이프>(A Bug's 

Life, 1998)와 <토이스토리2>(Toy story2, 1999),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 

2003)에서도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지만, 새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닌 예전에 만들어 놓

았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오프닝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제리의 게임(Geri's game) 벅스 라이프 (1998)

룩소 주니어(Luxo jr.) 토이스토리2 (1999)

새들을 위하여(for the birds) 몬스터 주식회사 (2001)

닉낵(knick knack) 니모를 찾아서 (2003)

점프(Boundin) 인크레더블 (2004)

원맨 밴드(One man band) 카 (2006)

리프티드(Lifted) 라따뚜이 (2007)

프레스토(Presto) 월이 (2008)

구름 조금(Partly cloudy) 업 (2009)

낮과 밤(Day & Night) 토이스토리3 (2010)

표3. 픽사의 오프닝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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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인감독 채용

 오프닝 애니메이션은 모두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장편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탄탄한 이야기 구성

을 지녔다. 이러한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은 대부분이 픽사에서 꾸준히 스토리보드 아티

스트나, 애니메이터, 사운드 디자이너 등으로 각 부서에서 일해오던 사람들이다. 보통 장편감독이 

되기 위해선 단순하게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영화시장에 내놓으면 되겠지만, 흥행이 보증되

지 않은 이상 스튜디오 입장에선 경험 없고 검증되지 않은 감독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부담

일수 있다. 하지만 단편애니메이션은 장편 애니메이션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도 적고, 어느 정도 

관객의 반응도 알아 볼 수 있으며, 관객에 대한 서비스로서도 좋은 아이템이다. 픽사는 “부서와 

직급을 막론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누

구라도 애니메이션 개발팀을 꾸려 전권을 쥐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창조적인 조직을 만드는 그

들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모두에게 권한을 주고, 아낌없이 가르치며,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4)으로써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그림 1. <마이크의 새 차>(Mikes new car) 2002년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잡아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감독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을 지닌 감

독도 있다. 바로 정신과 의사이자 애니메이션 작가인 로저 굴드(Roger Gould) 감독을 들 수 있

다.

 설리에게 자랑하려던 새 차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결국 폐차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주인공 마이크의 이야기를 담은 <몬스터 주식회사>의 번외 애니메이션 <마이크의 새

차>(Mikes new car, 2002)가 그의 작품이다. 그림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로저 굴드는 감독이자 

스토리 작가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감각을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의 감정적인 변화를 효

과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후 로저 굴드는 <인크레더블>(The Incredibles, 2004)의 오프닝 애니메

이션 <점프>(Boundin, 2003)의 감독도 맡았다.

  <점프> 또한 그림 2에서처럼 기쁘고, 슬픈 감정을 확실한 표정변화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주인

공이 등장한다.

  

4) 빌 캐포더글리 & 린 잭슨 『픽사 웨이 - innovate the FIXAR WAY』, 장상필 옮김, 쌤앤파커스, 2010, 15쪽



- 16 -

 

그림 2. <점프>(Boundin) 2003

 로저 굴드는 정신과 전문의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며, 픽사

의 캐릭터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고, 다양한 감정선을 보여주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리

라고는 전혀 상상 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감독의 채용으로 픽사는 새로운 느낌의 오프닝 애니메

이션을 상영할 수 있었다. “다른 영화 제작사들과는 다른 감독채용 방식으로 픽사의 의도는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다.”5)

2. 내용/형식의 실험

 최근 픽사에서 개봉한 <토이 스토리 3>(TOY STORY3. 2010)의 앞에 상영된 픽사의 단편 애니

메이션 <낮과 밤>( Day & Night)은 픽사 단편애니메이션들 중에서도 가장 실험적인 연출로서 그 

성공을 인정받았다, <낮과 밤>을 극찬하는 몇 개의 언론의 반응은 화려하다.

"...영화는 앞서 '밤과 낮(Night&Day)이라는 단편으로 '픽사의 위엄'을 과시한다. '밤과 낮'은 아름답고 감성적

인 이미지로 관객들 가슴에 촉촉히 스며든다. 몰래 주머니에 넣어 훔쳐가고 싶을 만큼 근사한 애니메이션, "

역시 픽사"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6)"

"‘토이 스토리 3’ 이전 상영된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낮과 밤’( Day & Night)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3D 

활용력과 이야기 구성에 대해서도 큰 박수로 화답했다.7)"

"디즈니/픽사의 익사이팅 3D 블록버스터 <토이 스토리 3>는 국내, 외를 막론한 평단의 극찬, 전미 4억 달러

에 육박하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 중인 2010년 최고 흥행작. <토이 스토리 3>와 함께 영화 본편 상영 전 소

개되는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에도 많은 관심과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3D 기술의 진수

를 선보이는 이 보석 같은 작품은 <낮과 밤 DAY & NIGHT>이라는 제목의 6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2000

년 픽사에 입사한 후, 픽사의 6번째 장편인 <인크레더블>을 비롯하여 <라따뚜이> <프레스토> 등 수많은 픽

사의 히트작에 캐릭터 애니메이터로 참여한 테디 뉴튼이 연출한 <낮과 밤>은 짧은 러닝 타임의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아이디어와 깜찍한 캐릭터, 더 나아가 3D 테크놀로지의 완벽한 활용으로 최고의 완성도

를 뽐낸 작품이다. 

<낮과 밤>의 두 주인공은 밝고 명랑한 ‘낮’과 우울하고 심약한 ‘밤’. 처음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던 둘은 점

차 서로의 특별함을 깨닫는다. 서로 너무 다르지만 둘 모두가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음

을 알게 된 것. 결국 이 둘은 소중한 친구 사이가 되고, 세상을 전과는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8)"

 <낮과 밤>은 2D와 3D의 결합과 애니메이션의 12가지 기본원칙9)을 잘 살린 애니메이션으로 주

5) 빌 캐포더글리 & 린 잭슨 『픽사 웨이 - innovate the FIXAR WAY』, 장상필 옮김, 쌤앤파커스, 2010, 15쪽

6) 픽사의 위엄...11년기다림의 보답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오은희 기자 2010, 07, 16.

7) 레전드 ‘토이스토리3’. 국내 언론 시사 ‘극찬일색’ 온라인뉴스팀, 신성아 기자 2010, 07, 10

8) <토이스토리 3> 앞서 소개되는 6분 분량 애니 ‘낮과 밤’ 주목, 재경일보, 김영주 기자 2010,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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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받았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픽사는 더욱 새로운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여줌으로 다음 장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될 때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오프닝 애니메이션으로 나올까라는 관객들의 기

대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워너브라더스는 2010년 <캣츠 앤 독스 2>(Cats&Dogs:The Revenge Of kitty Galore, 2010)의 

오프닝 애니메이션인 <로드 러너&코요테 2010>를 시작으로 오프닝 애니메이션 대열에 합류했다. 

그림 3. <로드 러너 & 코요테> (2010)

 워너브라더스는 픽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캐릭터인 <로드 러너 & 코요테>를 세편의 단편 

시리즈로 만들어 장편 영화인 <캣츠 앤 독스 2>와 <가디언의 전설>(Legend Of The 

Guardians:The Owls Of Ga'Hoole 2010) 그리고 <요기 베어>(Yogi Bear, 2010)가 본편 상영되

기 전에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처럼 오래되고 익숙한 2D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 로드  러너와 코요테를 3D 오프닝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

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다른 많은 루니툰즈 캐릭터들을 3D애니메이션으

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제작 경향을 추측케 한다. 이런 추측에 부응하듯, 이미 워너브라더스는 30

분짜리 26화로 제작한 <루니 툰즈 쇼>를 미국 카툰네트워크에서 방영하고 있다.

Ⅳ. 엔딩 애니메이션(Ending animation)의 기능

 엔딩 애니메이션은 영화관 안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후, 혹

은 크레딧과 함께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지칭한다. 1998년 픽사의 <벅스라이프>의 장편애니메이

션이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야 하는 순간 감독의 이름과 함께 왼쪽으로 <벅스라이프>에 

쓰였던 풍경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풍경들을 지나쳐 <벅스라이프>의 배우인 캐릭

터들의 NG장면이 보여졌는데, 실제 촬영장에서 생겼을법한 NG장면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낸 

이 엔딩 애니메이션은 영화관을 나서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히 재미있었다. 그 후로 생

긴 엔딩 애니메이션은 주로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엔딩 애니메이션은 장편 애니메이션의 기법이 3D라도, 2D나 플래시로도 만들어졌다.

 픽사의 엔딩 애니메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벅스라이프>를 시작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의 NG컷을 보여주는 엔딩 애니메이션을 주로 선보였다. 이 NG컷은 픽사만의 관습이 되어서 <벅

9)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12가지 기본 원칙 : 1.늘어남과 찌그러짐 2.준비동작 3. 연출 4. 순차적으로 그리기와 포즈별로 그리기 5. 뒤따르기와 

겹치기 동작 6. 가속과 감속 7. 원호 8. 이차동작 9. 시간 10. 과장 11. 충실한 그림 12. 호소력(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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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이프>와 <토이스토리2,3> <몬스터주식회사>등에서 사용되었다. 

  

그림 4. 픽사의 <토이스토리2>와 <몬스터주식회사> NG컷 엔딩 애니메이션

    그림 4에서 보듯이 픽사의 NG컷은 3D캐릭터들이 실제 배우처럼 연기하며 자연스러운 촬영

장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연기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NG를 내면 죄송하다거나 농담이라며 넘어

가기도 한다.

 

그림5. 시계 방향으로 드림웍스의 <샤크>, <마다가스카2>, <드래곤 길들이기>, <쿵푸팬더>

드림웍스는 컷 아웃과 플래시, 그리고 장편 캐릭터들의 아트웍등을 보여주면서, 장편애니메이션의 

분위기에 흡사하지만 3D와 또 다른 기법들은 이용한 엔딩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3D 캐릭터를 

그대로 살린 <샤크>(Shark Tale, 2004)(그림5. 왼쪽 위), 색지를 이용해 캐릭터의 특성을 잘 잡

아낸 <마다가스카2>(Madagascar : Escape 2 Africa, 2008)(그림5. 오른쪽 위), 본편 오프닝 때 

잠깐 보여주었던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엔딩에서도 사용한 <쿵푸 팬더>(Kung Fu Panda, 2008)

(그림5. 왼쪽 아래)와 다양한 드래곤들의 아트웍을 보여준 <드래곤 길들이기>(How to Train 

Your Dragon, 2010)(오른쪽 아래)까지, 드림웍스는 다양한 기법으로 영화관을 나서기 전까지, 관

객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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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디즈니의 <치킨리틀> 엔딩 애니메이션

그림 7. 유니버셜의 <슈퍼배드> 엔딩 애니메이션

디즈니의 <치킨리틀>(Chicken Little, 2005)의 엔딩 애니메이션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의 3D 캐

릭터들이 뮤지컬을 하듯이 엔딩곡을 함께 부르며 마임과 춤을 추고(그림6), 유니버셜의 <슈퍼배

드>(Despicable Me, 2010) 엔딩에서는 ‘미니언’들이 나와 낚시나 사다리를 이용해 관객들을 낚거

나  잡으려하는 애니메이션과 그림자 애니메이션도 선보인다.(그림7)

대부분의 메이저급 스튜디오에서는 최근 들어 엔딩 애니메이션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팬서비스로 시작된 엔딩 애니메이션이 조금씩 진화하여 애니메이션의 실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Ⅴ. 번외 애니메이션(Extra animation)의 기능

번외 애니메이션(Extra animation)은 영화관이 아닌 다른 매체에서 장편의 캐릭터들이 나와 장편

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부연설명을 하거나 독립적인 내용을 가진 번외편을 말하는 용어이다. 번외 

애니메이션은 세분하여 보충 애니메이션(Supplement animation)과 속편 애니메이션(sequel 

anim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보충 애니메이션은 본편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본편에서

는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장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몰라도 되지만 알고 보면 

더 정확히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보충 애

니메이션은 픽사에서 시작되었으며 보통 dvd의 보너스 트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픽사 <월

이>(wall-E, 2008)의 번외편인 <번이>(Burn-E,2008)나, <인크레더블>(The Incredibles, 2004)

의 <잭-잭 어택>(Jack-Jack attack, 2005), <업>(UP, 2009)의 <더그의 스페셜 미션>(Doug's 

special mission, 2009), 드림웍스의 <쿵푸 팬더> 번외 <쿵푸 팬더 : 다섯 용사의 비밀>(Kung 

Fu Panda : secrets of the Furious five, 2008)이 보충 애니메이션에 속한다. 

 이 보충 애니메이션을 알게 된다면 <wall-E>의 장면 중 이브와 월이가 함께 우주공간을 날아다

니는 아름다운 장면이 그리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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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Burn-E>(2008)

그림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월이>(wall-E, 2008)의 번외편에서는 월이가 이브와 함께 날아다니

면서 건드린 운석 하나 때문에 우주선의 작은 불하나가 꺼져서 그것을 고치는 로봇 Burn-E가 고

생하는 여러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7분 남짓한 애니메이션 덕분에 생명이 있는 지구로 떠나려

는 이들과 기계의 싸움에만 빠져있던 시선이 이 작은 로봇에게로 옮겨가게 된다. 관객들은 장편의 

중간 중간 장면을 통해 커다란 이야기에 가려졌던 이 작은 기계의 이야기와 연결된 비하인드 스

토리를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본편에선 알 수 없었던 스토리를 알려주는 보충 애니메이션이 있는가 하면, 속편 애니

메이션(sequel animation)도 있다. 

속편 애니메이션은 본편과 캐릭터와 배경은 동일하지만, 본편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애니메

이션이다. 이 속편 애니메이션은 본편을 보고 좋아해준 관객들에게 영화관이 안이 아닌 밖에서 팬

서비스의 기능을 하며, 후속으로 나올 본편에 대한 홍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림9. <쿵푸 팬더 홀리데이 스페셜>(Kung Fu Panda Holiday Special, 2010)

    최근 드림웍스의 <쿵푸팬더 홀리데이 스페셜>(Kung Fu Panda Holiday Special, 2010)(그림

9)은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미국 TV에서 방영한 속편 애니메이션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본편의 캐

릭터들과 배경, 모든 설정이 같지만, 그러나 주인공 ‘포’가 겨울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헤쳐 나가 결국은 다 함께 행복해진다는 내용으로, 본편의 

스토리와는 전혀 다르다. 드림웍스는 슈렉의 속편 애니메이션인 <슈렉 더 홀스>(Shrek The 

Halls, 2007)를 시작으로 <마다가스카의 펭귄들>(The Madagascar Penguins, 2008), <메리 마

다가스카>(Merry Madagascar, 2009), <쿵푸 팬더 홀리데이 스페셜>등을 TV로 방영했다. 추수

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에 나올 본편 

애니메이션의 후속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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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의 <몬스터 주식회사>의 번외 <마이크의 새차>, <라따뚜이>의 번외, <여러분의 친구 생

쥐>(Your Friend the Rat, 2007) 등이 속편 애니메이션에 속한다. 픽사는 속편 애니메이션을 주

로 본편 애니메이션 DVD에 함께 수록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남긴다. 번외편이 궁금한 소비자는 

본편DVD를 구매하여 본편에 대한 서비스인 속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고 픽사는 자사(自社)의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고 자연스레 수익을 창출해 낸다.  

번외 애니메이션은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

가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혹은 애니메이션을 홍보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짧은 애니메이션은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다음에 제작, 상영되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게 만드는 유인전략으로 효과적이다. 

Ⅵ. 결론

   

3D 장편애니메이션이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지 16년이 지났다. 그 사이 극장용 3D 애니메

이션 자체로도 발전을 이루어 왔고, 관객을 3D 애니메이션이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끌고 오는 기

술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영상 자체로 영화관 안으로 관객을 끌어 올 수 있는 부록 

애니메이션의 발달은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록 애니메이션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각 스튜디오들은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시작했다. 

부록 애니메이션을 가장 처음 상영한 픽사는 곧 개봉하는 영화 <카2>(Car2, 2011년 예정작)를 

홍보하며, 보통은 영화관에 가야 확인할 수 있는 오프닝 애니메이션 <hawaiian Vacation>의 제

목과 스틸컷을 미리 공개했다. 픽사는 토이스토리이의 번외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hawaiian Vacation

>을 상영한다고 밝힘으로써10)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관객들을 미리 붙잡아두는 관객선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스튜디오 초기에 자금이 없어서 만들던 단편 애니메이션11)이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는, 없어서는 안 될 픽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드림웍스는 픽사와는 다소 다르게 영화관보다 조금 더 친숙한 TV를 공략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이

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 재미있고 유익한 부록 애니메이션을 TV로 공개해 가족이 함께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 

후발주자 워너브라더스 또한 부록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인기 있었던 과거의 루니툰즈 캐릭터들

을 3D로 살려내어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새로이 TV로 방영되는 루니툰즈를 미리 

홍보하고 있다. 유니버셜 또한 <슈퍼배드>의 “미니언 애니메이션”처럼 장편의 캐릭터를 이용해 

간단한 액팅으로 관객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즈니는 뮤지컬을 하는 

캐릭터들을 이용해 부록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뮤지컬 컨벤션을 활용하는 디

즈니만의 특색을 잘 살려내고 있다.

부록 애니메이션의 기능은 본문과 같이, 새로운 감독을 시험해 보는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본편 

애니메이션의 3D 방식이 아닌 다른 기법의 효과를 이용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

다. 또한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팬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응을 미리 파악하여 다음 장편 애니메이션

을 홍보, 제작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엔 자금이 없어서, 혹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팬서비스

를 위해서 만들었을 부록 애니메이션이 이제는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질 좋은 독립적인 

10) http://www.soundonsight.org/first-look-at-toy-story-hawaiian-vacation/

11) 데이비드A.프라이스『픽사 이야기-PIXAR touch』, 이경식 옮김, 흐름출판, 201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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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록 애니메이션은 스튜디오의 특성에 따라, 혹은 부록 애니메이션

의 분류에 따라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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