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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해 어떤 방식
의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스토리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와 캐릭터 디자인 및 캐릭터의 감정 표현과 해골 캐릭터가 등장하
는 애니메이션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방식을 도출하고
애니메이션에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감정 표현과 대사를 위해
눈과 눈썹 주변부 그리고 입과 입술 주변부 및 턱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인간의 얼굴 표정을 위한 주요
특징이 해골 캐릭터의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또한, 해골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소품이 활용되었
으며, 해골 캐릭터의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장센을 통해 해골의 이미지를 화면에
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해골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본 연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연구자 및 업계 실무자
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한 매력적인 캐릭터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코코, 캐릭터, 해골 캐릭터, 시각적 표현

Abstract  This study is aims to examine how the skeleton character in Pixar’s Animation <Coco> is 
visualized for the narrative of the film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attractive character development 
corresponding to the story. First of all, it was conducted the case studies on the narrative of animation, 
character design, character’s emotion expression, and animations featuring skeleton character. Based 
on this study, it was derived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keleton character featuring in <Coco> and 
analyzed the role and function in the animation. As a result, the expressions by the skeleton’s eyes, 
eyebrows, mouth, lips, and jaw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for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lines 
in <Coco>, and the major characteristic for human facial expression was reflected in the design of the 
skeleton character. In addition, the various props were used to provide the detailed informations of the 
skeleton’s character, and it was expressed the movement emphasizing its essential attribute. Finally, the 
skeleton’s symbolic image was strengthened by composing and arranging the skeleton’s image through 
Mise en scen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animation character 
related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the business and it helps develop attractive characters fir the 
narrative anim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Animation, Coco, Character, Skeleton Character, Visual Express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2, pp. 451-459,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451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452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28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1928)의 성공 이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키 
마우스(Mickey Mouse)는 디즈니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
었으며 전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로 발돋움하게 되어 캐릭터 
산업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1937년, 세계 최초의 장편 애
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1937)가 대성공을 거
둔 뒤 영화처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주
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영화에서의 배우가 등장인물로
써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갈등을 해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는 약 
10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야 하는 목
적을 가진다. 그러므로 캐릭터는 극에 대한 관객의 이해 및 
정서적 몰입을 위해 애니메이션 스토리의 명확한 전달을 수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관객의 감정이입을 도와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관객에게 극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흐름을 직
간접적으로 인지시키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며 애니메이
션의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의 캐릭터 디자인은 스토리텔링을 대변
하는 극의 인물과 흡사한 비주얼과 정체성을 조합시키는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1].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이야기 
안에서 시각적 표현과 캐릭터의 본질적 속성이 조화롭게 어
우러져야 함을 말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갖는 중요
한 위치를 고려하면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지
털 기술의 발전으로 주류를 이루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식
이 2D 셀 애니메이션에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달라
진 현 상황에서, 과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 관
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에 적용하고 
분석하여 이를 위한 이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에 등장하
는 캐릭터 디자인, 감정 표현, 소품 및 배경, 움직임, 미장센 
등 캐릭터와 관련된 시각적 표현 및 연출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한다. 다시 말해, 시각적 표현의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캐
릭터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전
달하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캐릭터의 고유의 속성
을 부각시키기 위해 어떤 장치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한 캐릭터 이미지
의 세부 요소와 기능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바탕으

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에 부합하며 관객에게 어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
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은 픽사

(PIXAR)의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2017)이다. 작품에 등
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디자인 및 얼굴 표정과 몸동작, 움직
임 등 구체적인 장면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장편 애니메이션
의 내러티브를 위한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 관해 연
구하도록 한다. 해골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역사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00년대 초부터 애니메이션의 환상성을 나타
내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수차례 등장했으며 애니메이션 제
작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매력적인 캐
릭터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
의 해골 캐릭터에 대한 시각적 표현 및 연출 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캐릭터의 어떤 특징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시각적 
표현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와 캐
릭터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의 보편적인 6가지 기본 
감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감정 표현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해골 캐릭터가 등장했던 다양
한 애니메이션의 사례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길이 및 제작 
방식에 의해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방법과 연
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장편 애니메이
션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의 서사성을 말하는 내러티브란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제작 의
도에 맞게 사건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이다[2]. 영화나 애
니메이션은 내러티브를 통해 ‘현실’ 세계를 재생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객은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현실을 동일시하
게 된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영상, 음향, 
몽타주, 미장센, 카메라 워킹, 조명, 캐릭터(배우) 등 스타일 
상의 요소들 다시 말해, 시각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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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3].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관객의 정서적 몰입 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애니메이
션의 내러티브가 매우 중요하다. 즉, 관객에게 이야기의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스크린 위의 모든 요소가 철
저히 계획되어 배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영화
와 다르게 애니메이션은 배우가 아닌 캐릭터가 관객과 직접
적으로 소통하고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써 그 비중
이 크므로 내러티브를 위한 캐릭터의 디자인, 움직임, 감정 
표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기본 도형의 시지각적 특성
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이는 관객이 캐릭터를 보
았을 때 느끼는 지각 심리적 반응을 고려한 접근법이다. 삼
각형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캐릭터와 사각형을 기반으로 디
자인된 캐릭터 그리고 원형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캐릭터를 
보았을 때 관객의 심리적 반응은 다르기 때문이다[4]. 캐릭
터의 움직임과 배경의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다. 스크린을 바
라보는 관객의 시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고려하여 애
니메이션의 내러티브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타이밍을 적용하고 제작이 이루어진다.

2.2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이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만화 등에

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외견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5].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에 맞춰 전체적인 룩
(look)이 결정되며 캐릭터 디자인 또한 이렇게 확립된 프
로덕션 스타일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된다. 또한 관객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몰입도 향상과 내러티브 전개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캐릭터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수
많은 레퍼런스 수집과 리서치, 다양한 형태, 비율, 비례, 
크기, 색, 신체 구조를 고려하여 감독과 캐릭터 슈퍼바이
저의 디렉팅에 따라 디자인이 진행된다. 여러 분야의 전
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에 있어 캐릭터 디자인의 일관
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때문
에 캐릭터 디자인 단계에서 캐릭터의 정면, 측면, 후면을 
보여줄 수 있는 턴어라운드, 다른 캐릭터와의 크기 비교
를 위한 크기 비교표,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는 
캐릭터 응용 동작, 캐릭터의 표정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
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얼굴 표정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3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감정 표현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채널이라 

할 수 있는 대사 및 언어 전달이 있고 간접적인 채널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의 몸동작, 얼굴 표정, 배경음악, 조명 등
이 있다[6]. 간접적인 채널은 다시 말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경우 얼굴 표정(facial 
expressions)과 몸동작(bodily expressions)으로 표현된
다. 주로 등장인물의 감정이 고조되거나 강조해야 할 때 스
크린에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 크게 드러나도록 클로즈업
(close-up)을 사용하며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관객은 애
니메이션의 내러티브에 정서적 몰입을 하게 된다. 전체적인 
상황이나 캐릭터의 움직임, 배경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때 캐릭터의 몸동작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데, 폴 에크
먼(Paul Ekman)에 따르면 몸동작은 개인 습관이나 문화권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해석하
기 어렵다고 했다[7]. 다시 말해, 가장 정확한 간접적인 감
정 표현의 도구는 얼굴 표정이라는 것이다.

얼굴 표정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한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얼굴 근육은 크게 입, 코, 눈과 이마, 
귀로 향하는 근육들과 넓은 목근의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8]. Keith Waters는 얼굴 표정을 관장하는 주요 얼굴 
근육을 위치에 따라 윗면에 해당하는 근육(눈썹, 이마, 눈, 
윗 눈꺼풀, 아랫 눈꺼풀)과 아랫면에 해당하는 근육(볼, 코, 
입, 턱)으로 나누었고 운동 방향에 따라 나선형 근육, 원형 
근육, 평형 근육으로 구분하였다[9].

Fig. 1. Main Muscles for Facial Expressions 

Fig. 1은 인간의 얼굴 표정을 나타내기 위한 주요 근육의 
위치와 명칭이다. 나선형 근육은 얼굴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 작용하는 근육으로 한 지점을 중심으로 일련의 근육들
이 그 지점을 향해 사선으로 움직이는 근육이다[10]. 원형 
근육은 한 지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 모든 근육들이 그 지
점을 향해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대표적으로 입 주변의 근
육과 눈 주변의 근육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매우 복잡한 근육 
작용을 한다. 평형 근육은 이마 부분과 같이 평편한 판형으
로 구성된 부위에 작용하는 근육이다[11]. 얼굴 움직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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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법(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을 만들어 어
떤 근육 때문에 얼굴 표정이 생겨나는지 밝힌 미국의 심리
학자 폴 에크먼(Paul Ekman)은 어떤 문화에서 자라났느냐
에 따라 감정의 강도와 표현은 달라지지만, 인간에게는 6가
지 보편적인 감정이 존재한다고 했다. 폴 에크먼이 말하는 
인간의 6가지 보편적인 감정이란 놀라움, 두려움, 혐오, 화, 
행복, 슬픔이며 이에 대한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 ‘기본 표정 
모형(Atlas of the face)’을 만들었다. 그는 독립적인 움직
임이 가능한 얼굴의 3가지 부위(눈썹/이마, 눈/눈꺼풀, 코 
뿌리)와 볼, 입, 코, 턱의 얼굴 아랫부분을 각각 사진으로 찍
어 분석했다[12].

 
2.4 해골 캐릭터 애니메이션 사례

2.4.1 <실리 심포니 – 해골춤>

Fig. 2. <Silly Symphony - The Skeleton Dance>(1929)

1929년 디즈니 실리 심포니 시리즈의 2D 셀 애니메이
션 <해골 춤(Skeleton Dance)>은 6분 길이의 단편 애니메
이션으로 야심한 밤 공동묘지에 해골이 등장하여 춤을 추다
가 동틀 무렵 닭이 울자 무덤으로 황급히 도망을 가는 내용
을 갖고 있다. 당시 디즈니의 음악과 이미지가 타이밍에 맞
춰 애니메이션 되는 사운드 카툰의 장점을 최대한 돋보이도
록 음악에 맞춰 해골 캐릭터들이 기괴하고 유머러스한 춤을 
추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골 춤>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는 안구나 눈꺼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썹과 입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턱의 
경우 해골 캐릭터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캐릭터
의 움직임에 있어서 뼈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해골 캐릭터라
는 특징을 보여주며 뼈의 이합집산을 통해 음악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다른 형태의 캐릭터로 변형되는 표현을 했다. 특
히 Fig. 2와 같이 해골의 뼈가 늘어나거나 부드럽게 움직이
는 로프와 같은(rope-like) 디자인을 통해 러시아 영화감독
이자 이론가인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이 주장했던 애니메이
션의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플라스마(plasaticness)’ 
움직임이 나타난다[13].

2.4.2 <플립 더 프로그 – 유령>

Fig. 3. <Flip the Frog – Spooks>(1932)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메트로-골드윈-마이어(MGM)
에서 배급하고 셀러브리티 픽처스에서 제작한 플립 더 프로
그 시리즈는 디즈니를 떠난 어브 아이웍스의 첫 애니메이션 
시리즈이다. 실리 심포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운드 카툰
이었으며 주인공 플립이라는 개구리가 다양한 에피소드
에 등장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플립 더 프로그 시리즈 
중 <유령>은 1931년 개봉한 8분짜리 2D 셀 애니메이션
으로 주인공 플립이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으스스 
한 밤에 유령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
를 겪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다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Fig.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캐릭터와 상대 
캐릭터의 관계 형성 및 갈등이 나타나며 위기를 극복하
고 반전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해골 춤>에 비해 내러티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령>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는 
행복, 놀람, 분노의 감정 표현을 했으며 동공 및 눈꺼풀이 
표현되거나 모자나 옷과 같은 소품이 함께 디자인되어 인
간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각적 표현이 나타났다[14].

2.4.3 <크리스마스의 악몽>

Fig. 4.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1993)

1993년 개봉한 헨리 셀릭 감독의 <크리스마스의 악
몽>은 1시간 16분의 길이의 스톱모션 장편 애니메이션
이다. 할로윈의 행사에 싫증을 느낀 주인공 잭 스켈링튼
은 크리스마스 마을의 새롭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매료되
어 산타를 납치하고 스스로 산타가 되어 크리스마스를 
성공적으로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크리스마스 분위
기를 할로윈처럼 공포스럽고 기괴하게 만들며 한바탕 소
동이 벌어진다. 할로윈 마을에 납치당한 산타가 부기우기
라는 악마에 의해 잡아먹히려는 순간, 잭은 마음을 바꿔 
산타를 구하고 원래 크리스마스를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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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해골 캐릭터 주인공 잭의 눈꺼풀과 눈썹, 
입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옷을 입은 몸의 표현과 입 안의 
치아와 혀의 움직임은 마치 인간 캐릭터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이다[15]. 잭은 인간의 6가지 기본 감정인 행복, 슬
픔, 놀람, 분노, 혐오, 두려움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2.4.4 <유령 신부>

Fig. 5. <The Corpse Bride>(2005)

2005년 개봉한 팀 버튼 감독의 스톱모션 장편 애니메
이션 <유령 신부>에서 해골 캐릭터는 해골이 분리되어 
악기가 되거나 해골의 머리를 떼어 다른 몸에 붙이는 모
습 등 디즈니의 <해골 춤>을 연상시키는 뮤지컬 시퀀스
에서 주로 등장한다. Fig. 5의 해골 캐릭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대사를 표현하는 입과 입술 없이 해골의 
턱을 형상 그대로 두고 관절을 이용해 상하좌우 움직임
만 표현하여 해골의 물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중이 있는 해골 캐릭터의 경우 안구와 눈꺼풀이 있으
며 모자와 옷, 안경 등 인간의 이미지를 표현한 소품도 
나타난다. <유령 신부>에서 해골 캐릭터의 얼굴 표정에
서는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야기의 맥락상 
행복, 놀람의 감정만을 보여주는데 이는 내러티브를 이끌
어가는 주연이 아닌 뮤지컬 시퀀스에 등장하거나 조연으
로 등장하여 제한적인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
니라 Fig. 5에서와 같이 골조를 만들고 라텍스로 덧입혀 
표피를 만드는 인형 애니메이션이라는 제작 방식의 특성
상 캐릭터의 감정 표현을 위해 제작해야 하는 얼굴 표정
의 개수가 곧 제작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경우, 표
정에 의한 감정 표현보다는 몸짓을 통한 감정 표현에 중
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4.5 <마놀라와 마법의 책>

Fig. 6. <The Book of Life>(2014)

Fig. 6은 2014년 미국에서 개봉한 1시간 35분 길이
의 극장용 3D 장편 애니메이션 <마놀로와 마법의 책>의 
한 장면이다. 멕시코 박물관에 견학 온 미국 아이들에게 
관광 가이드가 멕시코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으로 
멕시코의 축제 ‘죽은 자들의 날(Dia de Muertos)’에 관
한 내러티브가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된다. ‘죽은 자의 날’
은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멕시코 전역의 공원과 
건물, 가정에 재단을 차리고 죽은 이들을 기리는 명절이
다. 이 기간에 멕시코인들은 설탕, 초콜릿 등으로 해골 조
형물과 뼈 모양 사탕 등을 만들고,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어 제단에 올린다. 해골 복장을 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
이나 친구의 묘지로 찾아가 금잔화와 촛불로 무덤을 장
식하고 무덤 곁에 자리를 깔고 죽은 이들이 생전에 좋아
하던 음식을 먹고 즐겨 듣던 음악을 듣기도 한다. 등장인
물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형식적 특징을 반영하여 
인형극을 연상케 하는 목각인형 캐릭터로 디자인되었다. 
<마놀로와 마법의 책>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에서는 인
간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이 모두 나타난다. Fig. 6은 주
인공 마놀로의 해골 캐릭터와 인간 캐릭터의 모습을 비
교한 콘셉트 아트이다. 여기서 두 캐릭터 모두 감정 표현
과 대사를 위해 눈동자와 눈썹, 입과 입술 및 치아가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염, 머리카락, 의상과 
같은 인간 캐릭터의 디자인적 요소가 해골 캐릭터 시각
적 표현을 위해 적용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방법

Fig. 7. The Skeleton Characters in <Coco>(2017)

본 연구의 대상으로 2017년 개봉하여 제90회 아카데
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한 픽사 스튜디오의 
극장용 3D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를 선정했다. <코코>
는 IMDb 평점 8.4와 로튼 토마토 지수 97%의 높은 평
점이 말해주듯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완성도를 인정받았
다. 멕시코의 축제 ‘죽은 자들의 날’을 이야기의 모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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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은 <코코>의 주인공은 12살 소년 미구엘이다. 미구엘
은 자신의 우상인 에르네스토 델 라 크루즈처럼 뛰어난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죽은 자의 물건을 만지는 바
람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간 미구엘은 그곳에서 진
짜 자신의 고조할아버지 헥토르를 만나고, 증조할머니 코
코가 다시 헥토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진실을 파헤친다
[16]. Fig. 7은 <코코>에 등장하는 주요 해골 캐릭터이다. 
2018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
최된 시그라프(Siggraph)에서 픽사 캐릭터팀은 해골 캐
릭터에 생명을 주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17]. 
픽사 캐릭터팀은 픽사 스타일을 고수하며 현실적으로 믿
을 수 있는 해골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모델링
(modeling), 리깅(rigging), 셰이딩(shading) 영역에서 
세 가지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첫째, 모델링 영역에서 
해골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모든 감정
을 관객에게 전해야 했으며 해골의 두개골 대신에 다양
한 표정이 가능한 인간의 얼굴과 해부학적으로 해골이 
갖는 한계 사이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리깅 
영역에서는 애니메이션 뼈대의 물리적 움직임을 표현함
으로써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뼈의 완전한 분리를 허용하는 캐릭터 리깅을 개발했으며 
딱딱한 뼈 재질의 사실성은 유지하며 척추, 발, 손, 어깨
의 부드러운 형태 변화를 통해 매력적인 형상을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셰이딩 영역에서는 셰이
더에서 구현된 유연성과 세부 사항은 렌더링 시간을 많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골격을 효율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게 해주는 베이킹 도구(baking tool)를 개발했다. 이
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의 
내러티브를 위한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진 
사례를 도출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이 과
정에서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요소와 그것이 작용하는 
애니메이션에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
고자 한다.

3.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에서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
해 사용된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무엇이며 애니메이션
에서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 문제
로 삼았다.

4. 연구결과

4.1 감정 표현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내러티

브의 주요 모티브라 할 수 있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해골 캐릭터는 
머리카락, 눈썹, 수염, 옷, 안경, 모자 등의 소품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인간 캐릭터와 같은 느낌을 전달했으며, 마
치 해골 분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다양한 표정을 지
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
타냈다.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의 내
러티브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캐릭터의 시각적 표
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18].

Fig. 8. Character Design for Emotional Expression

Fig. 8은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의 감정 표현
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캐릭터의 
얼굴을 살펴보면 눈과 눈썹 부위 그리고 입과 턱 부위가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과 눈꺼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및 
눈썹의 표현은 캐릭터의 감정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을 
매우 자연스럽게 시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입은 해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육과 피부로 이루어
져 있다. <코코>에 등장하는 해골 캐릭터는 해골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의 형태와 그 안에 나타
나는 치아 때문에 마치 해골 캐릭터가 부드럽게 움직이
는 가면을 쓴 인간 캐릭터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
한 턱의 경우 인간과 해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는데, <코코>의 해골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상
악과 하악이 인간처럼 붙어 연결되어 있는 턱의 구조를 
갖고 있어 인간의 외형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턱과 
입의 경우 감정 표현뿐 아니라 대사를 위한 중요한 수단
이므로 인간처럼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얼굴 표정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코코>의 해골 캐릭터는 폴 
에크먼이 제시했던 인간의 6가지 보편적인 감정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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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고, 결국 이것은 캐릭터에 대한 관객
의 감정이입에도 성공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4.2 캐릭터의 정보 제공을 위한 소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소품 즉, 캐릭터가 입

고 있는 의상, 신발, 모자 또는 머리카락, 수염, 립스틱, 
귀걸이 등은 캐릭터의 성별을 구분하고 역할과 상태, 캐
릭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 도구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해골의 성별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Fig. 9. Props for Providing Information of Characters

하지만 Fig. 9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코코>에서는 의
상과 수염,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남성 해골 캐릭터를 표
현했으며, 립스틱과 치마, 장신구,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여성 해골 캐릭터를 표현했다. 또한 캐릭터의 직업을 나
타내기 위해 모자, 유니폼 등의 소품이 사용되었으며 멕
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를 표현하기 위해 
거미원숭이, 눈썹을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 활용했고 전설
적인 레슬링 선수 엘 산토를 표현하기 위해 은색 마스크
와 망토를 소품으로 활용하여 해골 캐릭터임에도 이 캐
릭터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관객이 캐릭터를 접했을 때 캐릭터의 성별과 역할, 상
태, 지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애니메이션의 내
러티브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외형적 
특성을 반영한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한 움직임 표현

Fig. 10. Motion that Emphasizes the Character's 
Characteristics

<코코>의 해골 캐릭터는 뼈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
는 해골의 본질적 속성을 활용하여 Fig. 10에서처럼 뼈
의 분리와 합체가 자유로운 이합집산의 움직임을 보여주
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머리뼈를 골반에 붙이고 춤을 
추거나 머리뼈를 떼어내 손으로 들고 대사를 하는 장면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움직임과는 차별화
를 이루는 해골 캐릭터만이 가능한 시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하는 움직임의 표
현은 해골의 본질적 속성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
되었다. <코코>의 해골 캐릭터는 인간의 감정 표현과 캐릭
터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인간의 외형적 요소를 반
영한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
골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하는 
운동 이미지를 구축하여 캐릭터로써 인간과 해골 사이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미장센을 통한 해골 이미지의 상징적 표현

미장센(mise-en-scene)이란 프랑스어로 카메라 앞
에 놓이는 모든 요소들, 즉 연기, 분장, 무대장치, 의상, 
조명 등이 조화된 상태로 ‘화면 내의 모든 것이 연기한
다.’는 관점에서 영화적 미학을 추구하는 공간 연출을 말
한다. 미장센은 한 화면의 내부에 많은 영화정보를 담음으
로써 관객의 능동적이고 선택적인 태도를 요구하게 된다. 

Fig. 11. Symbolic Expression of Skeleton Image 
through Mise-en-scene

Fig. 11의 예처럼 <코코>에서는 관객이 ‘죽은 자들의 
날’에 관한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골의 이미지를 
장면의 곳곳에서 배치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날’과 연
관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뿐 만 아니라, 감정 표현을 
위해 인간의 얼굴처럼 디자인된 해골 캐릭터의 이미지가 
다소 약화된 것을 보완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
해, 미장센을 통해 해골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이곳이 인간 세계가 아니고 죽은 자 즉, 해골 캐릭터
의 세계임을 관객에게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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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Visual 
Expression Functions Elements Features

Character 
Design for 
Emotional 
Expression

Emotion 
Expression

Eyes, 
Eyebrows, 

Mouth

The 
configuration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Dialogue Mouth, Teeth, 
Jaw

Props for 
Providing 

Information for 
Characters

Male Skeleton 
Character

Beard, 
Costume, Hair

Female 
Skeleton 
Character

Lipstick, 
Earrings, 

Costumes, Hair

Character’s 
Role, Status, 

Position
Hat, Costumes

Motion that 
Emphasizes the 

Character's 
Characteristics

Emphasize the 
essential 

attributes of a 
character

Motion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keletonSymbolic 
Expression of 

Skeleton Image 
through 

Mise-en-scene

Strengthen 
image 

associated with 
narratives

Backgrounds, 
Props

Table 1. Summary

본 연구에서는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에 등장하
는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요소를 찾아보고 각 요소들
이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코코>의 해골 캐릭터는 감정 표
현과 대사를 위해 눈과 눈썹 주변부 그리고 입과 입술 주변
부 및 턱의 중요성이 나타났고, 인간의 얼굴 표정을 위한 특
징이 적용된 캐릭터 디자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골의 성별과 역할, 상태, 지위와 같은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염, 의상, 머리카락, 모자, 
장신구 등 인간의 외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소품을 활용하였
으며 캐릭터의 움직임은 낱개의 뼈가 모여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해골 캐릭터만의 속성이 강조되어 뼈가 이합집산 
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장센
을 통해 해골의 이미지를 화면에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해골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애니메이션
의 내러티브를 위한 해골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이 나타났다. 

본 논문은 <코코>의 해골 캐릭터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애니메이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결
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애니
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한 캐릭터 개발에 있어 인간의 외형
적 특성과 해골 캐릭터의 본질적 특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각적 표
현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 및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위한 
매력적인 캐릭터가 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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