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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주제가 ‘Let it go’로 세계 인 열품을 주도한 애니메이션 화 <겨울왕국 (Frozen), 2013> 은 미박스 

오피스 1 를 넘어 역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고의 흥행을 거두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된 

<겨울왕국, 2013>이 세계 인 흥행 효과를 거두는 이유에 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혼성  상연출 기

법을 심으로 분석코자 한다. 이에 해 알아보기 해, 첫째,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해 문헌을 심으로 

고찰하고, 둘째, 뮤지컬의 음악  특성과 애니메이션의 연출기법을 심으로 분석기 을 도출하 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013>을 사례로 하여 혼성  상연출기법에 해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겨울왕국, 2013>은 ‘연기의 과장성’, ‘상황의미 달’, ‘감성의 극 인 표출’ 등의 

뮤지컬의 음악  특성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구 되고 있으며, 배경음악과 노래는 뮤지컬  구성을 

통해 ‘서사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애니메이션의 VFX를 통한 의 효과가 뮤지컬

의 음악  특성과 함께 장면을 구성하면서 혼성  상연출이 구 되었다. 이를 통해, 혼종  목을 통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상 연출  효과와 상미학  특성이 범세계 인  기호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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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imation film <Frozen, 2013>, which became a worldwide sensation with its theme song 
‘Let it go’, did not only rank first in the U.S. box office – it was also the greatest box office 
hit in the history of Disney animation. Why did <Frozen, 2013>, recreated into a musical 
animation, become a worldwide success and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its materialized 
hybrid visual direction technique? In order to look into this, firstly, literature on musicals and 
animations were studied, and secondly, analysis standards were drawn for musical characteristics 
of musicals and direction techniques of animations. Thirdly, analyzation and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on hybrid visual direction techniques based on the research above with <Frozen, 
2013> as the example. Through this study, it’s known that <Frozen, 2013> realizes its musical 
features such as ‘exaggerated acting,’ ‘delivering the meaning of circumstances', ‘dramatic 
expression of emotion’ and etc. through animated characters and that its background music is 
aided by ‘narrative features’ through its musical composition. Besides, its snow effect through 
animated VFX composing scenes along with its musical characteristics realizes hybrid image 
direction. It can be said that image directing effects of musical animations through hybrid 
graf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image aesthetics generate public demand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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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가디언지의 Lynskey(2014)는 <겨울왕국 (Frozen), 

2013> 에 해 ‘세계  문화의 트 드를 주도할 만

큼 역작이며, 디즈니 최고의 화[1]’ 라고 언 하 다. 

애니메이션 화 <겨울왕국, 2013>은 미박스 오피스 

1 를 넘어 역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고의 흥행을 

거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주제가 ‘Let it go’ 는 세계  

열풍을 주도하 다. <겨울왕국, 2013>은 뮤지컬 요소

가 차용된 애니메이션으로써, 안데르센의 원작 동화 ‘

의 여왕’을 기본 내러티 로 하여 각색되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된 <겨울왕국, 2013>이 세계

인 흥행 효과를 거두는데 있어 구 된 혼성  상연출

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의 음

악  요소와 애니메이션 VFX의 환상  표 기법이 혼

성된 상연출 특성을 심으로 <겨울왕국 (Frozen), 

2013>에 해 분석하여 그 시사 을 논의 하고자 한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문

선(2009)은 일본의 애니컬의 스토리텔링에 해, 김은

주, 김재웅(2008)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격장애 상

 연구, 박세 (2014)은 라캉의 실재계(The_Real)개념

으로 근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특성, 박경미, 양종훈

(2014)은 3D 기술구 에서의 포토리얼리즘의 효과에 

해, 이혜원, 김민정(2014)은 <겨울왕국, 2013>에 드

러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등이 선행 연구되었

지만,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형식의 혼성  상연출특

성과 그 효과에 한 근은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이 혼성된 상연출 

기법이 구 된 <겨울왕국, 2013>을 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최근 세계 으로 흥행한 뮤지컬 애니메이

션에 해 뮤지컬의 음악  요소와 컴퓨터 애니메이션

이 혼성된 상연출기법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의 진행은 첫째,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혼성  상연출에 한 배경과 그 이유에 해 고찰하

고, 뮤지컬의 음악  요소와 애니메이션 VFX효과의 환

상성에 해 문헌을 심으로 역사 , 해석 으로 고찰

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뮤지컬 구성요소에 해 1)

연기의 과장성, 2)서사  기능, 3)상황의미 달, 4)감성

의 극 인 표출로 분류하 고, 애니메이션은 VFX를 통

한 환상  효과를 심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 2013>에 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

으로, 셋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결과를 종합 ·연

계 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뮤지컬 애니메이션 화

에서 구 된 혼성  상연출의 특성에 해 알아보고

자 한다.

2. 뮤지컬 애니메이션

허만욱 (2014, 355)은 ‘디지털 시 에서는 각각의 매

체가 지켜왔던 그 고유한 역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

지고, 다른 매체와의 매체융합 상이 가속화’ 된다고 하

으며, 한, 조 희(2013)는 ‘(뮤지컬은) 공연산업의 

심에 치하고 화, 연극, 희곡, 소설, 만화 등의 다

양한 장르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 다. 이

는, 뮤지컬이 타 매체  장르와 경계를 허무는 표

인 혼종  장르이며, 디지털 시 에 들어서 타 매체와

의 융합이 확 되며, 문화의 수요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뮤지컬은 희극과 춤, 노래, 배우가 합쳐진 총체

 술로 19세기 말 런던에서 극장주의 형태로 시작되

었다. 이후, 20세기 들어서 문화의 확 와 함께 미

국의 로드웨이를 심으로 확산된다. 이 시 , 무성

화에서 유성 화의 시 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술  발

은 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뮤지컬의 음악  요소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최 의 유성 화인 <재즈

싱어(Jazz singer), 1927>가 상업 으로 성공하자 이후 

본격 인 뮤지컬의 음악  구성이 화에 도입되기 시

작하 으며, 이에 따라 최 의 뮤지컬 화가 1929년 

MGM (Metro Goldwyn Mayer)에 의해 < 로드웨이 

멜로디(Broadway Melody), 1929>를 제작한다. 애니메

이션 한 <증기선 리 (Steamboat Wille), 1928>가 

1928년 최 의 유성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미키

마우스 캐릭터의 휘 람소리와 감탄사 등 단순한 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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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삽입하 지만, 이를 통해, 보다 사실  표 과 오

락  효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1934년 제작된 세

계 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1934>는 극  캐릭터가 노래로 상황을 달하

는 뮤지컬 구성과 2D 애니메이션으로 연출된 뮤지컬 

애니메이션 형식이 본격 으로 시작하게 된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1934>의 제작진은 뮤지컬 스타일

의 애니메이션을 해 무려 25곡의 노래를 비하며, 

뮤지컬의 음악  요소와 애니메이션의 혼성  상연

출로 제작되었다[2]. 

그림 1.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증기선 윌리 (Steamboat 
Wille), 1928>(좌), 최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1934>

문 선(2009)은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1934> 에 

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이 작품의 보다 

큰 공헌은 뮤지컬 애니메이션 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완

성에 있다[2]’ 라고 하 으며, 박세 (2014)은 ‘디즈니애

니메이션은 타지 세계의 재 에 합한 애니메이션 

장르와 뮤지컬의 춤과 노래를 융합하여 오락 인 요소

는 물론 유토피아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타지를 극

화[3]’ 한다고 하 다. 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창기 역사부터 뮤지컬의 흥행성을 기반으로 애니메이

션 캐릭터가 노래와 춤 연기를 하는 뮤지컬 요소를 차

용한 상연출을 통해  오락성을 극 화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 타지

아, 1940>, <피노키오, 1940>, <아기 코끼리 덤보, 

1941>등에서 사를 노래하듯 뮤지컬 풍의 애니메이션

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신데 라, 1950>에서는 

‘Bibbidi-Bobbidi -Boo’ 라는 주제가가 히트를 치며, 사

운드 트랙으로 제작된 코드 매가 증하 다. 당시 

애니메이션 화는 캐릭터 간 노래하듯 진행되는 뮤지

컬  구성보다는, 주인공 캐릭터의 주제가 심으로 연

출되었으며, <잠자는 숲속의 공주, 1959>의 주제가 

‘Once Upon a Dream’ 이 Best Music Scoring of a 

Musical Picture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러한 뮤

지컬 요소를 차용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의 추세는 

성  상업성과 부합하며 음악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

다. 1994년 디즈니 씨어트리컬 그룹(Disney Theatrical 

Group)이 제작한 뮤지컬 <미녀와 야수, 1991>는 로

드웨이 팔 스 극장에서 개막하 으며, 그 후 13년 간 

장기공연 후 2007년 7월에 막을 내렸다. 이는, 디즈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할리우드의 로드웨이 뮤지컬의 

향을 받아 혼성  구조로 시작하 지만, 반 로 애니

메이션 원작이 뮤지컬로 환되며, 흥행에 성공함을 보

여주었다. 이는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장르가 상호 

하게 연 되어  흥행을 유도하 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의 혼성  상연출은 

<인어공주, 1989>, <미녀와 야수, 1991>, <알라딘, 

1992>, <라이온 킹, 1994> 등으로 이어지고, 애니메이

션 제작기법에 있어서 통 2D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그래픽의 융합으로 더욱 사실 이고, 세련된 표 으로 

거듭나게 된다[그림 2]. 특히, <미녀와 야수, 1991>에서

는 무도회 장면의 입체  표 을 해 3D 그래픽을 사

용하 으며, 이를 기 으로 애니메이션 화에서 3D 그

래픽을 이용한 제작 기법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와 더

불어 <인어공주, 1989>부터는 부분의 스토리 시 스

에서 캐릭터의 노래를 사로 신하며 뮤지컬  요소

의 연출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림 2. 뮤지컬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1991>(좌), 
        <라이온 킹, 1994>(우)

이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흐름은 애니메이션 소

트웨어의 발 에 따라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연

계되었으며, 기존 2D 만화 애니메이션 형식보다 환상  

표 의 연출이 강화되었다. 특히, <겨울왕국, 2013>은 

기존과 확연히 차별화 되는 그래픽의 구 과 환상 인 

VFX효과, 그리고 유명가수의 뮤지컬 스타일의 주제가 

삽입을 통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상미학  가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며, 범세계  수요층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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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뮤지컬의 음악적 요소
3.1.1 뮤지컬의 역사
뮤지컬은 춤과 군무, 웅장한 무 장치, 화려한 의상,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져서 무  장의 생동감을 객

에게 즉시 으로 달한다. 김도 (2010)이 뮤지컬에 

해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 양식[4]이라고 

정의하 듯이. 배우의 노래와 춤, 연기를 심으로 내러

티 의 극  효과를 더하게 된다. 이러한 뮤지컬은 유

럽의 연극, 오페라, 오페 타, 발라드 오페라 등을 

근원으로 하며 코메디(Comedy), 멜로드라마(Melo drama), 

풍자극, 환상극, 희극 등 다양한 장르를 연출하며, 당시

의 시  배경과 문화  흐름을 반 하 다. 이를 4개

의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 1기는 뮤지컬이 1930년

 미국의 로드웨이 등  공연 술로 자리 잡으

며 ‘뮤지컬 황 기’로 시작하게 된다. 제 2기는 ‘뮤지컬 

발 기’로써 1950년 부터 1960년 까지이며, 당시의 

어두운 사회상에 반하여 낙천 이고 활기찬 내용이 주

를 이루었다. 이 시기 표작으로는 <사운드 오  뮤직

(Sound of Music), 1959>이 제 2차 을 배경으로 제

작되었으며 뮤지컬 형식의 실사 화로써 세계  히트

와 함께 TV 뮤지컬의 고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 3기

는 ‘뮤지컬 환기’로써 1960년 부터 1970 로 주로 사

회 인 주제로 하여<헤어(Hair), 1960>, <코러스 라인

(A Chorus Line), 1975>, <지붕 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 1964 > 등의 명작이 제작되었다. 제 4기

는 오늘 날에 이르는 뮤지컬이며, 다양한 장르와 주제

를 다루며, 특히 무 장치와 소품, 그리고 특수효과 등 

연출기법에서 많은 발 을 이루었다.

3.1.2 뮤지컬의 음악적 특성
정수(2013)는 뮤지컬 배우에 해 ‘작가가 달하

려는 메시지를 자신의 생동감 넘치는 몸짓과 목소리에 

담아 객에게 달하는 요체[5]’ 라고 하 듯이, 연극

 습에 의해 큰 동작을 취하는 과장된 연기는 인물

이 처한 상황과 감정, 생각 등을 직 으로 표 한다. 

이는, 드라마나 화에서 사 심으로 의사를 표 하

는 것과 달리 극장주의 뮤지컬에서는 노래의 리듬과 템

포에 맞추어 과장된 동작의 연기를 통해 의사를 달한

다. 

그림 3. <캐츠, 2002> 연기 장면, <오페라의 유령, 2012>
의 연기 장면

임혜인(2001)은 뮤지컬의 음악  특성에 해 ‘음악

은 말로 표 할 수 없는 것을 직  는 간 으로 

감성과 이성을 오가며, 한 상황 상황에 따라 주인공 

마음의 직 인 상태를 표 [6]’ 한다고 했으며, 스타

니슬랍스키(2001)는 ‘(뮤지컬 배우는) 자신이 창조한 이

미지를 보여줘야[7]’ 한다고 언 하 다. 뮤지컬 배우의 

사는 음률과 톤의 높낮이, 템포를 조 함으로써 호소

력 높은 감성을 달하며, 이러한 음악  특성은 다른 

장르에 비해 보다 극 인 감성 표 을 가능  하며, 이

는 객에게 동화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한, 뮤

지컬 배우의 캐릭터를 구 하기 해서는 작품의 시

별 주제에 맞는 의상과 분장이 요하며, 이러한 장치

를 통해 연출에 합한 캐릭터가 창조된다.

뮤지컬의 노래와 배경음악 구성은 각 단계 별 서곡에

서 아리아에 이르기까지 서사 개에 맞추어 극의 분

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김도 (2010)과 김민선

(2008)의 뮤지컬노래와 음악 서사  구성을 참고로 하

여 뮤지컬의 8단계 음악구성을 정리하 으며, 이를 요

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뮤지컬의 음악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음악에 따른 배우의 춤과 연기는 감동을 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연극  요소는 일반 드라마나 화배우

에 비해 과장된 연기로 표 된다. 둘째, 뮤지컬 음악의 

장르와 성향에 따라 반 인 분 기가 형성되며, 이에 

따른 뮤지컬의 노래와 배경음악은 극의 개를 암시하

는 내러티 , 서사  기능을 한다. 셋째, 배우의 노래

를 통해 내용 달과 함께 상황에 내재된 의미를 달

한다. 넷째, 뮤지컬 배우의 노래는 상징 인 어휘를 포

함한 사를 통해 의사 표  뿐 아니라 내면의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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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표출한다. 뮤지컬의 음악  요소는 배우의 노

래와 연기 그리고, 배경음악 통해 구 되며, 이에 따른 

특성은, 1)연기의 과장성, 2)서사  기능, 3)상황의미 

달, 4)감성의 극 인 표출로 요약 될 수 있다. 

구성 요소 특징  기능
서곡

(Overture)
뮤지컬 도입부에서 극 분위기 조성과 작품의 배경
을 암시

오프닝넘버 
(Opening Number)

단체로 부르는 노래로 활기찬 분위기를 통해 관객
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작품의 상황을 보여줌

제시
(Exposition)

극 중 상황 이전 배경과 상황 설명, 노래를 통해 전
달, 정확한 가사 전달 및 발음 요구

프로덕션넘버 
(Production 
Number)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 연주되거나 불러지는 노
래, 대담하면서 화려하고 유쾌함

반복연주
(Reprise)

작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 중요한 극적 순간
이나 그 순간의 변화에 맞춰 이전 연주의 변화 또
는 편곡이 되어 연주

쇼 스토퍼
(Show stopper)

극의 진행이 느슨해 진 경우, 기분 전환의 역할, 유
머러스한 노래와 연기 삽입

아리아
(Aria)

클라이맥스 부분 연주,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환희 
또는 비극 등 작품의 주제가 담겨있는 이중창

커튼콜
(Curtain call)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는 배우들의 
노래와 춤을 보여줌, 극중 음악 및 합창곡 등이 편
집, 마지막 부분

표 1. 뮤지컬의 8단계 서사적 음악의 구성

3.2 애니메이션의 사실성과 환상성
김정환(2008, 326)은 시각특수효과(VFX: Visual 

Effects)에 해 ‘아날로그 이고 물리 인 특성을 기반

으로 하는 특수효과와 컴퓨터나 디지털 인 도구를 사

용하는 시각 인 효과가 결합하여 생성[8]’ 된 것 이라

고 하 다. 이러한 VFX효과는 디지털 기반의 

CG(Computer Graphic) 제작기술이 발 됨에 따라 보

다 사실 인 기술구 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

사 화에서 그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1980년  디

즈니에 의해 제작된 <트론(Tron), 1982>은 실사 화와 

CG가 결합되어 제작되었으며, 이후, <터미네이터

(Terminator), 1991>, <쥬라기 공원(jurassic World), 

1993>, <아바타(Avatar), 2009>에 이르며, VFX효과의 

기술은 CG를 통해 그 제작이 보다 용이해지고, 다양한 

효과를 구 하게 되었다. 한, 기단계 애니메이션의 

구 방식은 2D 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컴퓨터 소 트웨어의 발 에 따라 최 의 CG 애니메이

션 화인 <토이스토리(Toy Story), 1995>를 시 로 

하여 컴퓨터 애니메이션 형식의 제작이 늘었으며, CG

를 이용한 특수효과의 비 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석

(2014)이 ‘(애니메이션은) 비실제  상에 한 사실  

묘사가 가능하다[9]’고 하 듯이, [그림 4]는 CG그래픽

의 발 에 따라 사진이미지(Photo-realistic)와 같은 폭

발 효과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실에서 구 하기 힘든 

물, 불, 바람 등의 VFX 효과의 기술 · 술  구 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CG를 이용한 VFX 효과는 디

지털 매트페인 , 3D CG 애니메이션, 티클 기법, 디

지털 합성 등을 통해 제작되며, 물, 바다, 불, 연기 등의 

자연 상은 CG내 티클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그림 4. 3D 애니메이션 영화 <볼트, 2008>에서 폭발 장면
(좌), <업, 2009>에서 불의 효과를 낸 장면

이러한 애니메이션 VFX의 사실  재 의 기능은 실

제세상에서 지각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의 경험  념

성에 의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실제 세상에 한 연상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환상  표

기법은 VFX의 특수효과에 의해 극 화되고 있다. 이러

한 애니메이션은 사실 인 표 뿐 아니라 실사 화와 

다른 환상 인 표 을 통해 장면의 극 효과를 배가한

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은 실제 물리세계를 모사

한 사실  재 성과 VFX효과에 의한 환상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3. 사례 연구- <겨울왕국, 2013>

3.1 <겨울왕국, 2013>
본 연구의 사례 상은 안데르센의 원작동화 ‘ 의 여

왕’을 각색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Frozen), 

2013>으로 하 다. <겨울왕국, 2013>은 뮤지컬 애니메

이션으로써 디즈니 역  최고의 흥행을 거두었으며, 특

히 그 연출기법에서 뮤지컬  요소와 특수효과 등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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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의 환상  연출을 구 하 기 때문이다. <겨울

왕국, 2013>은 2013년 디즈니사의 크리스 벅(Chris 

Buck)과 제니퍼 리(Jennifer Lee)가 공동으로 연출한 

타지 드라마 장르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화이며, 아

카데미 시상식에서 최 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하 다. 

그림 5. 원작 동화 <눈의 여왕>의 이미지 

<겨울왕국, 2013>은 덴마크의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

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1805)의 원작 

‘ 의 여왕 (1845)’을 각색하 다. <겨울왕국, 2013>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 델 왕국의 공주 자매 엘사와 안나는 어린 시  

함께 놀다가 엘사의 얼음 마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다. 자신의 마법을 조 하지 못하는 엘사는 이를 감추

기 해 방 안에서만 지내고 배사고로 부모님인 왕과 

왕비가 죽게 된다. 엘사와 안나가 성장하고 엘사의 여

왕 즉 식 날 자매는 다투게 된다. 엘사의 능력이 드러

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엘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해 왕국을 떠나며, 여름이었던 왕국은 겨울로 

변하게 되었다. 안나는 언니와의 화해와 왕국의 여름을 

찾기 해 엘사를 찾아간다. 크리스토 와 순록 스벤, 

사람 올라 를 만나 함께 엘사의 성에 도착하지만 

화 도  엘사의 마법이 실수로 안나의 심장에 상처를 

주게 된다. 그 뒤 엘사는  괴물로 안나와 일행들을 쫓

아낸다. 트롤들에게 마법을 푸는 방법을 듣고, 왕국으로 

돌아가 한스 왕자를 만나지만 그는 안나를 배신한다. 

이후 엘사를 죽이려는 한스 왕자를 안나가 막아내고 얼

어버린다. 그러나 자매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법이 풀리

고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

3.2 분석 툴 도출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뮤지컬과 애

니메이션의 특성을 기 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 < 의 

여왕>에 해 ① 연기의 과장성, ② 서사  기능, ③ 상

황의미 달, ④ 감성의 극 인 표출을 심으로 뮤지

컬  요소에 해 분석하고, 한, 애니메이션 VFX의 

환상  효과를 심으로 사례 분석한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뮤지컬 음악의 특성

1)연기의 과장성, 
2)서사적 기능, 
3)상황의미 전달, 
4)감성의 극적인 
  표출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애니메이션 표현의 
환상성: VFX 효과

사례분석 상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013>

표 2.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분석 툴

3.3 사례분석 결과
3.3.1 연기의 과장성
김은주, 김재웅(2008)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특정

한 념이나 심상을 달할 목 으로 의인화나 우화

인 방법을 통해 시각 으로 형상화[10]’ 된다고 하 듯

이, 극  주인공인 엘사는 원작에서 변형되어 뮤지컬 

캐릭터에 맞는 콘셉트와 디자인을 통해 ‘엘사’로 재창조 

되었다. 이 가상의 캐릭터에 실제 뮤지컬 배우의 노래

를 담기 해 엘사 역엔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로 잘 알

려진 ‘이디나 멘젤(Idina Menzel)’이 음성연기를 하

다. 이디나 멘젤을 비롯한 음성 연기자들은 담당 애니

메이션 캐릭터의 극  동작과 표정을 따라하면서 목소

리를 더빙하 다. 이를 통해, 캐릭터의 감정을 스스로에

게 투 하고, 극  상황에 몰입하여 보다 생명력 있는 

캐릭터로 창조하고자 하 다[그림 6].  

그림 6. 안나 캐릭터를 보며 음성연기를 하는 크리스틴 벨 

한, 애니메이터들은 역으로, 성우들이 녹음할 당시

에 취했던 손동작이나 제스처 등을 캐릭터의 동작에 

용시켰는데, 엘사가 ‘Let it go’를 부르면서 앞쪽으로 펼

치는 손동작도 엘사 성우인 ‘이디나 멘젤’이 녹음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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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동작이며, 안나 성우인 크리스틴이 녹음할 당시 

입술을 깨무는 버릇 한 안나에게 용하 다고 한다. 

심지어 안나가 많이 쓴 사인 “Wait, what?” 이라는 

표 도 크리스틴의 입버릇을 안나 캐릭터에 그 로 

용하 다. 이를 통해 성우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연구

해서 캐릭터 개성에 맞게 연기를 하고, 애니메이션 

장들은 성우의 연기를 보고 그들의 표 , 손동작, 제스

처 등의 특징을 잡아내어서 캐릭터의 동작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상의 뮤지컬 캐릭터를 완성하 다. 

그림 7. 노래와 춤 연기를 하는 안나의 모습(좌), 엘사가 노
래와 함께 춤 연기를 하는 모습(우)

이 게 제작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연기를 보면, 

[그림 7](좌)에서 보듯이 안나가 노래를 부르며 한스 왕

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은 과장된 동작의 연기를 연출하

며, 뮤지컬  특성을 보인다. 한, [그림 7](우)에서는 

엘사가 ‘Let it go'를 부르며, 노래가사의 선율에 맞추어 

춤 연기를 펼치며, 극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승

원(2013)이 ‘캐릭터의 (움직임은) 생각과 감정을 달하

며, 스토리의 논 을 강조[11]’한다고 하 듯이, 가상캐

릭터의 과장된 연기를 연출함으로써 뮤지컬 애니메이

션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3.3.2 뮤지컬 노래와 배경음악의 서사적 기능 
앞선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뮤지컬의 8단계 음악의 

구성’을 기 으로 하여 <겨울왕국, 2013>에서 나온 노

래와 음악을 내러티 의 개와 련하여 분석하 다. 

극의 서사 개를 암시하는 <겨울왕국, 2013>의 배경음

악 구성을 보면, 뮤지컬의 오 닝넘버에 해당하는 ‘Elsa 

and Anna’ 그리고, ‘The trolls’이 반부에 나오며, 활

기찬 분 기의 달과 이야기의 시작을 개한다. 다음

은 뮤지컬의 제시에 해당하는 ‘Coronation day’가 엘사

가 즉  하는 날의 축제 분 기와 아 델의 아름다운 

여름 배경과 어울리게 배경음악으로 나오며, 한스와 엘

사가 성 안에서 재회하여 함께 춤을 추며 사랑하는 감

정을 표 하는 장면에서는 ‘Winter’s waltz’가 나온다. 

반복연주에 해당하는 ‘Royal pursuit’ 이 안나와 엘사의 

기의 순간을 긴장감 있게 해  때마다 반복 으로 

나오며, 쇼 스토퍼로써 ‘Coronation band suite’가 나오

며, 유머러스한 분 기를 달하며 분 기를 반 시킨

다. 한, 극 에 나오는 뮤지컬 노래를 ‘뮤지컬의 8단

계 서사  음악의 구성’의 기 으로 보면, ‘Frozen 

heart’는 얼음 장수들이 단체로 얼음을 깨는 장면과 함

께 활력 있는 군무와 합창으로 오 닝넘버에 해당되며, 

안나가 부르는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과 

안나와 엘사가 화하듯 노래하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는 극  상황의 배경을 암시하는 제시에 해당된

다. 느슨해진 극의 분 기 환효과를 한 쇼 스토퍼

로써 ‘Reindeer(s) are better than people’, ‘In summer’, 

‘Fixer upper’가 나온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 불러

지는 노래인 로덕션 넘버는 ‘Let it go’로써 매우 화려

하고, 힘 있게 연출된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환희 

는 비극 등 작품의 주제가 담겨있는 이 창으로 부르는 

아리아는 안나와 한스 왕자가 부르는 ‘Love is an open 

door’와 엘사와 안나가 부르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reprise)’가 있다. [표 3]과 같이 <겨울왕국, 

2013>에 나오는 뮤지컬 노래가사와 배경음악을 뮤지컬

의 8단계 서사  음악의 구성에 맞추어 분류하 으며, 

이는, 배경음악과 노래가사가 뮤지컬의 음악  특성에 

맞추어 체 서사 개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뮤지컬 노래의 상황의미 전달
이 석(2014)은 ‘ 사, 음향, 음악으로 분류되는 사운

드 효과는 상이미지와의 연상 계를 구축하며, 맥락

의 흐름에 한 객의 인지를 직 으로 유도[12]’ 한

다고 하 다. 뮤지컬은 배우들의 노래가 사를 신하

며, 화나 드라마 장르에 비해 극의 흐름과 상황에 내

재된 의미를 노래의 운율  표 과 함께 보다 극 으로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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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안나가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을 부르는 장면(좌), 이를 문 뒤에서 듣고 있는 엘사(우)

뮤지컬 애니메이션인 <Frozen, 2013>에서는 애니메

이션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며, 극  요한 의미를 

달한다. 안나가 어릴  엘사와 사람을 만들며 놀

았던 추억을 간직하며, 이 오는 계 마다 엘사의 방

문을 두드리며,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이

라고 엘사에게 묻는다. 이러한 안나의 애 한 심정은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의 노래로 사를 

신하는 뮤지컬  구성을 통해 안나와 엘사의 과거시

간에 한 추억과  상황에 담긴 의미를 노래가사를 

통해 달하고 있다. 

그림 9. 안나와 엘사가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를 
부르는 장면(좌), 트롤들이 단체로 ‘Fixer Upper’
을 합창하는 장면(우) 

[그림 9](좌)는 안나와 엘사의 화를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reprice)’의 노래를 통해 자매의 입장과 

감정의 차이를 조 으로 드러내며 상황에 담긴 의미

를 노래의 톤과 캐릭터의 연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림 9](우)는 트롤들이 안나와 함께 온 크리스토 를 

환 하며 유쾌하고 활기찬 노래로 맞이하는 장면이다. 

트롤들은 합창과 단체 군무를 통해 엘사에게 상처 입은 

안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크리스토 와 연인으로 이어

주기 한 장면 설정으로, 상황의 분 기와 감정을 드

러내고 있다. 앞에서 언 한 뮤지컬 음악의 구성요소 

기 으로 하여 겨울왕국의 음악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구성요소  노래 배경음악
서곡

(Overture) - -Vuelie
(00:05~01:40)

오프닝넘버
(Opening 
Number)

-Frozen heart
(00:01:44-00:03:39)

-Elsa and Anna
(00:03:41-00:06:18)
-The trolls 
(00:06:33-00:08:00)

제시
(Exposition)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00:08:17-00:11:35)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00:13:21-00:17:00)

-Coronation day
(00:11:38-00:12:48)
-Heimr rnadalr
(00:18:33-00:19:05)
-Winter’s waltz
(00:22:43-00:23:25)

반복연주
(Reprise) - -Royal pursuit

(00:30:14-00:31:04)

쇼 스토퍼
(Show 

stopper)

-Reindeer(s) are 
better than people

(00:38:40-00:39:24)
-In summer
(00:47:33-00:49:17)
-Fixer upper
(01:05:37-01:08:30)

-Coronation band 
suite

(00:21:34-00:21:58)

프로덕션넘버 
(Production 
Number)

-Let it go
(00:31:08-00:34:43) -

아리아
(Aria)

-Love is an open 
door

(00:23:39-00:25:38)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reprice)

(00:55:45-00:57:44)

-

커튼콜
(Curtain call) - Epilogue

(01:29:06-01:32:30)

표  3. 뮤지컬의 8단계 서사적 음악의 구성에 의한 <겨울왕국,
2013>의 음악 구성

3.3.4 감성의 극적인 표출

그림 10. 성우 이디나 멘젤(좌) 극 중 캐릭터 엘사(우)

[그림 10](우)는 극  엘사가 얼음궁 을 만들며 ‘Let 

it go'를 부르는 장면이다. 이디나 멘젤의 워풀한 목

소리와 얼음계단을 올라가는 역동 인 동작 그리고, 

송이가 마법처럼 뿌려지며 허공에서 얼음계단이 만들

어지는 VFX 효과가 어우러지며 극 인 장면이 연출되

고 있다. 뮤지컬 구성요소  주제곡(Lead song)에 해

당하는 ‘Let it go’는 엘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에서 엘사의 감성을 극 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사 

한, 엘사의 이 상황과 연계한 재의 심리를 매우 효

과 이고 극 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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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it go' 가

사  일부) 

의 엘사가 부르는 노래가사에서 나타나듯이 ‘Let it 

go’는 엘사가 그동안 갇 있던 사회 , 내면  굴 를 

벗어나는 상징  의미를 노래하며, 엘사의 감성을 극

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내러티

와 연계된 감성  호소를 통해 회화  장면을 연출한

다. 이러한 상연출은 허구  캐릭터에 한 사실  

재 성, 특수효과에 의한 환상성 그리고, 뮤지컬의 음악

 요소에 의해, 원작 동화 속 상상의 이미지가 동 인 

상으로 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5 애니메이션 VFX를 통한 환상성
<겨울왕국, 2013>의 VFX효과는 유체시뮬 이션을 

통한 의 사실  재 에 있다. 이 내리고, 부셔지고, 

한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장면 연출이 많기 때문이

다. 이러한 특수효과를 해 <겨울왕국>의 Effect 

Supervisor인 Marlon West를 포함한 VFX 은 의 

입자에 한 분석과 티클 시뮬 이션, 그리고 다양한 

송이 패턴을 조사하 다. VFX 의 일원 이 던 유재

(2014) 아티스트는 ‘얼음이 녹아 고체에서 기체가 되

는 것 등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한 것

[13]’ 이라고 언 하 다. 은 입자의 형태로 물이 빙

결되어서 액체의 성질이 변화된 것이다. 기체랑 액체는 

유체지만 은 고체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실제 처럼 

결정체들이 군집하여 이룬 집합체이다. 

그림 11. 눈이 부셔지는 Particle 시뮬레이션 장면

이러한 과학  사실에 기 하여, CG로 을 표 할 

때 티클(particle)들을 실제로 뭉쳐서 실험 한 후 제작

하 다. 이는, 이 부서진다거나 서로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사실 으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는 안나가  를 걷는 것을 표 하기 한 티클 

시뮬 이션의 한 장면이다. 이러한 티클 시뮬 이션

은 작업의 특성상 매우 정교한 기술  테스트가 필요하

다. [그림 12](좌)는 엘사가 송이를 만드는 장면이며, 

특히, [그림 12](우)의 엘사가 얼음 성을 세우는 장면은 

45 가지의 특수효과가 동시에 용되었으며, 약 9개월

의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그림 12. 눈을 만드는 엘사(좌), 얼음궁전이 세워지는 모습
(우)

이러한 고난 의 VFX 기술과 기획으로 제작된 의 

입체  효과는 동화 속 마법처럼 극의 환상  연출을 

극 화 하 다. 사실 이고, 타지 인 의 연출은 원

작의 동화를 통해 상상하던 이미지가 재해석되어 상

으로 구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G를 이용한 애니메

이션의 표 기법은 기존 2D 만화애니메이션과 차별화

된 연출방법이며, 한 이러한 의 효과를 드라이아이

스와 조명, 조형물 등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공연무  

뮤지컬과 달리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묘사

의 환상  표 으로 연출됨을 알 수 있다. 

3.4 소기결론
<겨울왕국, 2013>은 뮤지컬의 음악  특성이 애니메

이션 캐릭터의 노래와 연기 그리고, 배경음악의 구성을 

통해 연출되었다. 과장된 몸짓의 극장주의 뮤지컬 배우

의 연기는 등장 캐릭터, 엘사, 안나, 한스 왕자 등을 통

해 ‘연기의 과장성’으로 히 구 되었고, 뮤지컬의 

등장 배경음악과 노래가 뮤지컬의 8단계 서사  음악

의 구성에 의해 개되며, 체 극의 흐름을 알리는 ‘서

사  기능’이 이루어졌다. 한, 등장 캐릭터의 노래가

사와 운율을 통해 직 인 사건의 개 뿐 아니라 ‘상

황에 담긴 의미를 달’하고 있으며, 음성연기자의 노래

와 캐릭터의 연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VFX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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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가 어우러지며 캐릭터의 내면에 잠재된 ‘감성의 

극 인 표출’이 환상 으로 표 되었다. 이러한 뮤지컬

 음악의 특성이 <겨울왕국, 2013>에 혼성 으로 연

출되었으며, 한, 기술의 발 에 따른 보다 강력한 애

니메이션의 VFX효과는 <겨울왕국, 2013>의 핵심 연

출 요소인 을 사실 이고 환상 으로 제작하 다. 엘

사가 송이를 흩뿌리는 장면, 송이 계단이 만들어지

는 장면, 엘사의 옷이 얼음 옷으로 바 는 장면, 얼음성

이 세워지는 장면 등에 해 오랜 실험과 조사를 통해 

구 하 으며, 이러한 환상  특수효과는 뮤지컬  요

소와 캐릭터에 의해 혼성  상연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앞선 사례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 와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구분 뮤지컬애니메이션

뮤지컬의 
음악적 특성

-완성도 높은 가상 캐릭터를 통한 과장된 무대 연기 구현 
-배경음악을 통한 상황전개의 보조
-캐릭터의 노래와 연기를 통한 감성의 극적인 표출
-뮤지컬 노래가사를 통한 서사적 기능
-뮤지컬의 8가지 음악구성에 부합하는 노래와 음악 구성

특수효과
-파티클 시뮬레이션의 최첨단 기술력을 기초한 환상적 특수
효과 구현

-3D VFX 기술을 통한 사실적·입체적 표현

표 4. <겨울 왕국, 2013>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4. 결론 및 제언

<겨울왕국, 2013>은 기존의 뮤지컬 애니메이션과 달

리 뮤지컬의 음악  요소의 섬세한 구 과 완성도 높은 

VFX 효과를 혼성 으로 연출하며, 원작동화에 한 

객의 상상력을 환상 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는, 문헌연

구를 통해 도출 된 ‘연기의 과장성’, ‘서사  기능’, ‘상황

의미 달’, ‘감성의 극 인 표출’ 등의 뮤지컬의 음악  

특성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배경음악 구성을 통해 

히 구 되고 있으며, 이러한 뮤지컬  요소와 애니메

이션의 VFX 효과를 통한 의 다양한 형태구 이 혼

성 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엘사가 ‘Let it 

go’를 부르며 얼음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은 드라마틱한 

감정과 카타르시스가 분출되며,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혼성  상연출의 극  효과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라 하겠다. 이는, 가수 이디나 멘젤의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스타일의 노래 효과와 VFX효과를 

통해 제작된 신비로운 의 형태변화가 의 감성을 

자극하 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에 기 한 뮤지컬과 애

니메이션이 혼합된 상연출기법이 뮤지컬의 4가지 음

악  특성의 구 을 바탕으로 주제가의 히트와 VFX효

과에 의해 기존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보다 극 인 감성

호소와 연출이 이루어지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최고 

흥행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보다 발 된 혼성  상연출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최근의  상 술장르의 

흐름과 그 연출기법에 해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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