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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의각본가이자애니메이션감독인브래드버드는 2000년대초반부터대부분의애니메이션이저연령층을대상

으로 하여 제작, 개봉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애니메이션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 형식이며,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브래드 버드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인크레더블>, <라따뚜이>의서사구조및캐릭터, 서브플롯, 상징및복선, 암시등총체적인구성요소, 그리고

표현양식을분석하여그의작품이갖는차별화된서사적특성과전략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그 결과예술형식으

로서의애니메이션의서사적특성은첫째, 저연령층뿐아니라성인들도깊게공감할진중한주제메시지의전달. 둘째, 현실

사회의 모순과 시대적 과오를 비판하는 사회의제 표현. 셋째, 현실적 상황 설정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플롯을 통해

개연성 높은 내러티브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브래드 버드,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인크레더블, 라따뚜이
Abstract  Brad Bird, a screenwriter and animation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criticized the situation in which most 
animations were produced and released for the children since the early 2000s. He said that animation is an art form 
capable of conveying messages not only to children but also to adults, and that their development potential is high. 
In this study, I analyzed overall components such as narrative structure, character, subplot, symbol, and foreshadow 
of Brad Bird's animated feature films <The Iron Giant>, <The Incredibles>, <Ratatouille> and examined his narrative 
features and strategies. As a result, the narrative features of animation as an art form are as follows: First, conveying 
the message of a serious subject that will deeply sympathize with adults as well as children. Second, expressing the 
social agenda which criticizes the contradiction of the real world and the periodic mistakes. Third, solid narrative 
structure through a dense plot based on realistic situation sett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research 
material for various animation produ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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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최근제작되는극장용애니메이션은아이들을대상으

로 하는 가족용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다. 드물게 다큐

멘터리애니메이션과예술애니메이션, 사회의제를담은

애니메이션이 개봉되기도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내용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대중성을 갖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관객들은 애니

메이션에 대해 상상 속의 인물이나 의인화된 캐릭터가

등장하며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거나 유머러스하고 비현

실적인 내용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영상 장르로

인식하는경우가많아졌다. 새롭게만들어지는애니메이

션 역시 계속해서 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개발되고, 슬랩스틱 위주의 코믹 액션이 주를

이루고있는것이현실정이다. 이에기인, 이야기의개연

성이나 작품성 역시 저하되며 소재 역시 대동소이한 애

니메이션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각본가이자애니메이션감독인브래드버드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니메이션은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예술형식이라고말했다. 대다수의관객이애니메

이션을아동용콘텐츠장르로인식하고또이때문에대

다수의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만의 장르적 특징을

보여주는스토리구조를견지하고있는데이는잘못된생

각이라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장르가 아니라 영화와

같은하나의예술형식이며이러한인식을통해애니메이

션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예

를들어영화 <인크레더블>은애니메이션으로만들어진

액션영화, 슈퍼히어로, 가족 드라마장르이고, 영화 <라

따뚜이>는 판타지 드라마장르이지 애니메이션이 곧 장

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2015년

토론토 국제 필름 페스티벌 중 인터뷰에서 그가 지금까

지한번도멋진호러장르의애니메이션을본적이없다

고 했으며,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발전하고 채워져야 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1].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애니메이션이 바로 1999년 개봉한 <아이언

자이언트>, 2004년개봉한 <인크레더블> 그리고 2007년

개봉한 <라따뚜이> 일 것이다.

본 연구는 브래드 버드 감독이 2000년대 초부터 꾸준

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장르로써의 애니메이션’이 아

니라, ‘예술 형식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은 어떤 서사적 특

성을가지고있는지그의작품을통해살펴보고, 이를통

해작품성과흥행모두를만족할수있는새롭고다양한

내용의애니메이션의제작방향을모색, 제시하는데있다.

1.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브래드 버드 감독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까지그가연출한세편의극장용장편애

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인크레더블>, <라따뚜

이>의서사구조및캐릭터, 서브플롯, 상징및복선, 암시

등 총체적인 구조와 구성요소, 그리고 표현 양식을 분석

할것이다. 그리고제 2장에서는감독의작품세계와애니

메이션 세 편에 대한 내용 및 제작 배경, 시놉시스에 대

해살펴보고제 3장에서는브래드버드감독의애니메이

션이 갖는 차별화된 서사적 특성과 내러티브 전략에 대

해 구체적 예시 장면과 함께 논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브래드 버드 감독의 작품세계  
브래드버드는미국의감독이며각본가, 애니메이터이

다. 그는 11세에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디즈

니의전설적인애니메이터밀트칼(Milt Kahl) 밑에서애

니메이션을 배웠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칼아츠

(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존라세터

(John Lasseter), 팀버튼(Tim Burton) 등과함께공부를

했다. 그 후 디즈니 스튜디오에 입사하여 영화<토드와

코퍼>(1981) 제작에애니메이터로참여했다. 그후, 스티

븐 스필버그의 TV 시리즈<어메이징 스토

리>(1985-1987)에서 각본, 프로듀서, 감독(패밀리 독)으

로그리고영화 <8번가의기적>(1987)에서각본, 프로듀

서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심

슨가족>의 연출을 했다. 그는 <아이언자이언트>(1999)

의감독, 각본을맡아장편애니메이션을제작, 개봉했다.

<아이언자이언트>(1999)는평단의반응은좋았으나흥

행에는실패했다. 그후, 픽사의존라세터에의해 <인크

레더블>(2004)의각본과연출을했고이애니메이션으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및 각본상을 수상 하게 된

다. 그후, <라따뚜이>(2007)의각본과감독을맡아제작

했다. 이 작품 역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

하며 브래드 버드의 각본가 및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입

증하게 된다. 장편 영화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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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2011)과 <투모로우 랜드>(2015)의 감독을 맡아 제

작했다[2].

브래드 버드 감독의 세 애니메이션은 모두 비평가와

관객모두에게호평을받은작품이며지금까지도애니메

이션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이다. 이를 방증하듯

아카데미상과 애니상을 비롯한 많은 애니메이션 페스티

벌에서 수상을 했다. 그의 작품들은 디즈니, 드림웍스와

같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저 연령층의 관객

뿐아니라성인관객층에게도어필하는감독의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서사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2.1.1 <아이언 자이언트> 스토리 분석
<아이언자이언트>(1999)는테드휴즈의소설 <아이

언맨>을원작으로한장편애니메이션이다. 1957년미국

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한창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록웰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홉 살

소년 호가스 휴즈와 우주에서 떨어진 기억을 잃은 거대

한로봇아이언자이언트와의우정을다룬애니메이션이

다. 그외등장인물로는엄마애니휴즈와고철장수이자

예술가인 딘 맥코핀, 적대자로 등장하는 정부 요원 켄트

맨슬리가 있다[3]. 이 작품이 개봉했을 당시 워너브라더

스사의 홍보 및 배급이 부족에 기인, 흥행엔 실패하였으

나작품성과내러티브의완성도측면에서평단의호평을

받았으며 미국의 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평점 사이트로

신뢰도가 높은 로튼 토마토 (rotten tomato)지수도 96%

에달하는등명작으로손꼽히는작품이라고할수있다

[4]. 시대적배경을 1950년대로설정, 당시첨예하게대립

하던냉전체제에서미국의어리석음에대한비판과함께

인간의선택에대한주제에대해서도진지하게고찰하게

한다.

2.1.2 <인크레더블> 스토리 분석
영화<인크레더블>(2004)은 픽사의 6번째 장편 애니

메이션으로 제작자인 존 라세터에게 감독직을 요청받고

자신의창작스토리를바탕으로제작한장편애니메이션

이다. 과거 세계 평화를 지키던 슈퍼 히어로들이 국민의

반대와 정부의 정책으로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일반인

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슈퍼 히어로 가족의 갈등과 위

험을 극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성장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로는 아버지인 밥 파

와 어머니인 헬렌, 첫째 딸 바이올렛과 둘째 아들 대시

그리고 막내아들 잭이 있다. 적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신

드롬은 어릴 적부터 미스터 인크레더블을 동경 하나 상

처를 받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미스터 인크레

더블 보다 더 강한 슈퍼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캐릭터이

다. 그 외 조력자로는 프로존과 에드나 모드가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브래드 버드는 각본가 및 감독으로서의 역

량을인정받게된다[5]. 로튼토마토지수가 97%이며현

재 후속작인 <인크레더블 2>가 2018년 개봉 예정으로

제작되고있다[6]. 표면적으로는슈퍼히어로가등장하는

가족애를그린액션애니메이션이지만그내면에서는자

본주의의폐해및우리가지켜야할옛가치등을시사하

고 있다.

2.1.3 <라따뚜이> 스토리 분석
영화<라따뚜이>(2007)는 픽사의 8번째 장편 애니메

이션으로 원래 단편 애니메이션 <게리의 게임>을 연출

하여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던 신인감독

잔 핀카바(Jan Pinkava)가 진행을 했다. 하지만 그의 경

험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브래드 버드 감독으로 교체가

되었고, 스토리수정및보완을위해브래드버드는 18개

월 동안 다시 스토리를 짜야했다[7]. <라따뚜이>는 파

리를배경으로요리사가되고싶어하는쥐레미가구스

또 레스토랑에 청소부로 취직한 링귀니와 만나 세상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주인공은 생쥐 레미와 청소부 링귀니, 조력자로는

레미의형에밀과아버지쟝고, 요리사콜렛등이있으며

적대자로는 주방장 스키너와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안톤이고가등장한다[8]. 로튼 토마토지수가 96%에달

하며 개봉했을 당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흥행에

도 성공했다[9]. 기본적으로는 주인공의 성장 및 자아실

현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브래드 버드는 우리가

갖는 사회적 편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편견에 대한 핵심어를 애니메이션 전반에 펼쳐놓는다.

3. 브래드 버드 감독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특성

브래드버드감독의애니메이션에서공통적으로찾아

볼수있는첫번째서사적특성은복합적인주제를함축

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많은애니메이션이그렇듯표면적으로는아동층및가족

단위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그의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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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성인관객의눈높이에서도공감할수있으며내용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 드러나는 또 다

른서사적특성은애니메이션에서표현하고있는사회적

의제및현실적상황표현이다. 사회적의제란동시대사

회구성원들사이에서공통적으로논의되어야할주제라

고할수있으며영화또는애니메이션에서의사회적의

제란사회면모에대한감독의날카로운시선이라할수

있다[10]. 또한, 브래드 버드 감독의 작품들은 아동을 타

깃으로한일반적인애니메이션에서는보기힘든현실적

인 상황과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로봇과 슈퍼 히어로

가 등장하고 쥐가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의

가장큰틀을형성하는메인기본설정은허구적이고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러티브의 전

개에 따른 여러 가지 설정과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플롯

의구성은철저히현실적이고논리적이어서성인관객층

에게도 강하게 어필하는 서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

3.1 <아이언 자이언트>의 서사적 특성
영화<아이언자이언트>는표면적으로는로봇과소년

의 우정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 장면에서 관객

에게 “네 선택이 곧 너 자신이다(You are who you

choose to be)”라는 또 다른 주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

음을알수있다. 호가스가로봇에게슈퍼맨이될것인지

악당 로봇 아토모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기에 달

렸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 의지에

대한 감독의 주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Fig. 1 참고).

Fig. 1. Friendship between robot and boy theme 
and choice theme 

Fig. 2. Expression of social agendas

또한 Fig. 2와 같이 <아이언 자이언트>는 소련이 스

푸트니크호를우주로쏘아올린 1957년을시대적배경으

로설정하고있는데이념적갈등이극에달한상황을배

경으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을 통해 냉전

시대미국정부의어리석음을비판하고있음을알수있

다. 러시아의 위성이 밤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문

기사로미국국민들에게공포심을조장했던정부와언론

을 지적하고 핵무기 확산 정책으로 미국과 소련이 경쟁

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실험했던 지난 역사에 대해 회고

케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인 재평가를 유도한다.

낯선로봇아이언자이언트를본정부요원인켄트맨슬

리가 소련에서 미국을 침략하기 위해 보낸 무기라고 하

는 장면은 선입견과 무지의 위험성과 당시 미국 정부의

편견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Fig. 3과 같이 딘이 탱크를 막아서는 장면은 실

제 1989년중국의천안문사태를연상케하는유명한장

면으로정부가강압적으로개인을억압하고군중을폭력

으로진압했던지난날의역사적사건을애니메이션의장

면으로 연출하여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감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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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an blocked the tanks and Tiananmen 
massacre in China

또한, Fig. 4에서보듯, 브래드 버드감독은당시미국

정부가 학생을 대상으로 핵무기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총으로 생

명을뺏는장면과죽음에대한내용, 정부요원이호가스

를 감금, 협박하는 장면 등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연출되

었으며 주인공 호가스의 배경에 대한 부분 역시 현실적

으로설정되었다. 아버지없이엄마와단둘이살고있는

호가스의방침대옆탁자위에공군파일럿으로보이는

아버지의사진이놓여있다. 뿐 만아니라, 하숙을놓아야

하는 큰 집에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설정을 통해 호

가스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 둘이 지낸다

는것을암시하고있다. 이는당시미국의많은아이들이

겪었을 냉전체제의 불행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브래드 버드 감독은 <아이언 자이언트>

를 통해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에서 겪었던 어리석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회고 및 객관적 재평가를 유도하

는메시지를전하고있다. 또한, 현재미국의모습이당시

냉전체제에서의미국의모습과크게다르지않다는것을

깨닫게 한다. 지금까지 했던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미

국을만든것처럼현재우리가어떤선택을하느냐에따

라우리의미래가달라진다는것을얘기하는것이다[12].

Fig. 4. The actual situation setting

Fig. 5. Narrative features

3.2 <인크레더블>의 서사적 특성 
영화<인크레더블>의경우서로갈등이깊었던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악당을 물리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주제를보여주지만좀더깊이있게살펴보면슈

퍼 히어로의 본질이었던 휴머니즘 즉, 인간 생명을 존중

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가치관이 경제적 논리

가 우선적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

진 현실을 표현 하고 있다. 비록 슈퍼 히어로 장르 애니

메이션이지만우리에게무엇이더소중한가치인지재고

케하는감독의사회의제를함께전하고있다(Fig.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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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mily love theme and humanism theme

Fig. 7. Expression of social agendas 

즉, 작품 안에서 슈퍼 히어로는 옛 방식과 옛 가치를,

자본주의와 돈은 새로운 가치를 상징한다. 슈퍼 히어로

가 은퇴를 하고 일반인으로서 숨어 살아간다는 이러한

설정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예전의 낡은 방식

이 버려지는 현대 사회를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예를들어, 자살하는사람을구해줬는데그과정에

서그가다쳤다고목숨을구해준슈퍼히어로미스터인

크레더블을 고소하거나, 전철의 선로가 끊겨 위험에 빠

진탑승객들을구하는과정에서탑승객들이넘어져다친

사건에서탑승객들이오히려슈퍼히어로가속해있는정

부에 막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 상징

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Fig. 7 참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자본

이어떠한가치보다도우선시되는실태에대해비판하며,

사람들을 돕고 구해주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슈퍼 히어

로즉, 휴머니즘을대표하는인물이설자리가없는사회

가되었다는것을냉소적으로적나라하게표현하고있는

예이다.

Fig. 8. Expression of social agendas 

Fig. 8에서볼수있는것처럼미스터인크레더블이슈

퍼 히어로에서 은퇴한 뒤 일하게 되는 회사가 보험회사

라는점도아이러니하다. 보험회사에서사람들을도와가

며 15년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는 보험회사 입장

에서는 골칫덩어리이다. 사장이 그를 불러 회사의 이윤

을위해사람들을돕지말라고화내는장면은돈과인간

중 돈의 가치가 인간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9는직장상사에게질책을당하는사원인크레더

블의모습과부부싸움을하는모습그리고남편이바람

을피운다고착각하여힘들어하는아내의모습을보여준

다. 이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실

적인상황설정이다. 심지어동굴속에서엄마헬렌이아

이들에게 ‘토요일 아침에 보던 애니메이션 악당과 지금

이곳의 악당은 다르다. 기회가 있으면 그들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니 기회를 주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인크레더블>이얼마나현실적인설정을기반으로하여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애니메이션인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예술 형식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특성 연구 -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아이언 자이언트(1999)”, “인크레더블(2004)”, “라따뚜이(2007)”를 
중심으로 -

435

Fig. 9. The actual situation setting

Fig. 10. Narrative features

3.3 <라따뚜이>의 서사적 특성  
<라따뚜이>의 경우 요리에천부적재능을갖고 있는

쥐 레미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요리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요리사 쥐의 성공 스토리이다. 다

시 말해주인공이자신을믿고주어진환경에맞서역경

과 고난을 극복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주인공의성장을다룬주제이지만 <라따뚜이>에서

는내러티브의전개에따라또다른주제를찾아볼수있

다. 브래드 버드는 극 중 등장하는 요리 평론가 안톤 이

고의대사를통해저마다의일터와장소에서창작자로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편견과 아집에 사

로잡혀 서로 다른 것을 적대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Fig. 11 참고).

Fig. 11. Protagonist’s achievement theme and 
prejudice theme

즉, 브래드 버드는 <라따뚜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의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레스토랑인 구

스또 레스토랑에서 태생이 ‘쥐’인 레미가 요리사가 된다

는 것은 애니메이션적 허구성이 반영된 설정이다. 이는

엄청난 편견에 대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행색이 초라한 주인공 링귀니

역시레스토랑에서쓰레기를처리하는역할로취직을하

게 된다. 그는 이후 구스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

며구스또레스토랑의주인이된다. 이역시브래드버드

의 편견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인간은 편견

에 의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갈등과 폭력이

있었으며여전히진행중이다. 인종, 성, 지역, 종교등다

양한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한다.

브래드 버드는 <라따뚜이>에서 ‘Anyone can cook’즉,

‘누구나요리를할수있다’라는대사를통해편견이라는

사회적의제에대해관객이다시금생각할수있도록한

다(Fig.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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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pression of social agendas

<라따뚜이>에서 주인공은 '레미'라는 ‘쥐’이다. 하지

만 인간 세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쥐약과 쥐

덫에 걸려 죽어있는 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인간 세계에 대한 너무나 현실적인 설정이다(Fig.

13 참고). 이는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일반적인

아동용애니메이션에서는찾아보기힘든장면이다. 또한

레스토랑의 쥐들 때문에 결국 구스또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허구적이지 않고 충분히 개연성을 가진 매우 현실적인

플롯 설정이라 하겠다[14].

Fig. 13. The actual situation setting

Fig. 14. Narrative features

Animations
Complex
Themes

Social
Agenda

Actual Situation
Settings

<The Iron
Giant>

Friendship
Choice

Cold War
System

Public Education
Violence of Guns
Federal Agent

<The
Incredibles>

Family Love
Humanism

Capitalism
Insurance Company
Conjugal Relations

Death

<Ratatouille>
Achievement
Prejudice

Social
Prejudices

Death
Restaurant

Table 1. Summary of the narrative features in 
director Brad Bird’s animations

4. 결론
브래드버드감독은애니메이션을아이들만을대상으

로 보여주는 장르로써 접근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은

내러티브를 가진 하나의 영상 예술 형식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

한다. 그는 복합적 주제를 함축하여 보여줌으로써 아이

들과성인관객모두가즐겁게감상할수있는애니메이

션을 제작한다. 그 안에 현실적인 상황 설정과 논리적인

플롯 구성으로 내러티브를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중요하게여기는사회적의제를영리하게표현하고있다.

사회적의제를드러낸많은애니메이션들이지나치게무

거워지는데반해브래드버드는아이러니한상황연출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풍자함으로써 진지하게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게도또너무가볍게도표현하지않으며애니메이션

의 균형을 잘 맞춘다(Fig.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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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tting the character's ironic situation

과거의 애니메이션은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력

을마음껏표현할수있는수단으로써가치가있었다. 애

니메이션을 통해 꿈과 환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이든표현할수있는애니메이션은영화와차별화되

는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 그래픽과 합성

으로 영화 역시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이제는 무엇이 영화이고 무엇

이애니메이션인지분간하기어려울정도로기술이발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

해야할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애니메이션의실험과

다양성은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본질이기도하다”는말처럼다양한애니메

이션의 제작과 실험적 시도가 애니메이션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5]. 비슷한 패턴의 내용 전개와 어설픈 플롯 구성으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애니메이션의 홍

수 속에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저연령

층’을 위한 ‘장르’로 고착화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 어른 관객층에게도 감

동을 전할 수 있는 탄탄한 내러티브를 가진 애니메이션,

작품성과 상업성을 고려한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제작

되어야 한다.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분석한 예술

형식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특성은 현재 애니메

이션 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

및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아닐것이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의경계가점

차 모호해지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새

로운기술이등장하는현시점에서애니메이션이더욱발

전하기위해서는그것을바라보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

며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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