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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Frozen, 2013)’은 주제곡 ‘Let it go'와 함께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다. 뮤지컬 애니

메이션 장르로 제작된 ‘겨울왕국’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겨울왕국’을 소재로 제작된 뮤지컬, 무비컬,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사례

로 하여 사례비교 분석코자 한다. 이를 통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영상매체적 기능과 영상미학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I. 서론

1. 연구질문 및 목적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Frozon, 2013)’은 전미박
스 오피스 1위를 넘어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최고
의 흥행을 거두었으며, 주제가 ‘Let it go’는 세계적 열풍
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해, 가디언지의 Lynskey(2014)는 
‘겨울왕국’에 대해 ‘세계적 대중문화의 트랜드를 주도할 
만큼 역작이며, 디즈니의 최고의 영화’ 라고 언급하였다
[1].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특성을 아우르
는 뮤지컬 애니메이션(Musical Animation)장르로써, 안데
르센의 원작동화 ‘눈의 여왕’을 기본 내러티브로 하여 제
작되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된 ‘겨울왕국’이 
세계적인 흥행 효과를 거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영상매체적 
특성과 그 영상미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본 연
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의 역사적, 예술적, 
매체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눈의 여왕’을 주제
로 뮤지컬과 다른 매체와 혼성적으로 제작된 뮤비컬, 드
라마컬, 애니컬에 대해 ‘등장인물과 배경의 재구성’, ‘영상 
매체적 특성’, ‘메세지 전달을 위한 상황연출’을 기준하여 
비교분석한다.

Ⅱ. 본론

1. 뮤지컬 애니메이션

  조준희(2013)는 ‘(뮤지컬은) 공연산업의 중심에 위치하
고 영화, 연극, 희곡, 소설, 만화 등의 다양한 장르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2]. 이러한 뮤지컬의 
공연적 특성은 디즈니의 세계 최초 극장용 장편 애니메
이션은 <백설공주, 1937>에 차용되며, 뮤지컬과 애니메
이션의 혼성적 장르로 재탄생한다. 뮤지컬 스타일의 애
니메이션을 위한 <백설공주>에 제작진은 무려 25곡의 노
래를 준비하였다[3].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대중성 및 상
업성과 부합하며, <인어공주, 1989>, <미녀와 야수, 
1991>, <알라딘, 1992>, <라이온킹, 1994> 등의 작품을 
통해 디즈니 르네상스를 주도하였다. 특히, <인어공주>
부터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흐름과 별개의 삽입곡으로만 
노래가 나왔던 이전과는 달리 노래로 대사를 대체하여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디즈니 애
니메이션은 할리우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장르의 영향
을 받았지만, 디즈니 씨어트리컬 그룹(Disney Thearical 
Group)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원작의 뮤지컬도 흥행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 이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대중적 
수요에 기반하여, 그 영역을 넓혀 감을 알 수 있다. 또한, 
뮤지컬과 영화 형식에 바탕 한 무비컬, 뮤지컬과 드라마
형식이 혼합된 드라마컬 등 다양한 장르와 혼성을 통한 
파생적 장르가 생겨나고 있다. 

2. ‘눈의 여왕’을 소재로 한 뮤지컬, 무비컬, 뮤지컬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은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Hans Christian Andersen)이 1805년에 발표한 창작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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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원작 ‘눈의 여왕’을 소재로 다양한 매체에서 극화화 
되었다. 러시아의 칸잔스키(Gennadi Kazansky)가 1966
년 뮤비컬로 제작하였으며, 일본에서는 2005년 애니메이
션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 그림 1. <눈의 여왕>을 소재로 한 무비컬 (좌), 
뮤지컬 애니메이션(우)

  우크라이나에서는 2003년 ‘눈의여왕(Снежная королева)’
을 드라마컬로 제작하여 TV에서 방영되었다. 뮤지컬 애
니메이션은 2013년 제작되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으
며, 이에 이은, 뮤지컬은 2014년 뉴욕 뮤지컬 극장 축제
에서 ‘The Snow Queen’으로 막이 올랐다. 

3. 사례비교연구

3.1 사례비교 연구 분석 툴

  본 사례비교 연구에서는 ‘눈의 여왕’을 소재로 제작된 
뮤지컬, 뮤비컬,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례 비교를 
통해 뮤지컬의 매체전환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사례비교 연구 진행순서

‘등장인물과 배경의 재구성’, ‘영상 매체적 

특성‘,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상황연출‘
분석 툴

‘눈의 여왕’을 소재로 제작된 뮤지컬, 

뮤비컬, 뮤지컬 애니메이션
분석 대상

3.2 사례비교 연구 분석 결과

  원작동화에서 다양한 장르 및 매체로 각색되어져 가는 
과정은 매체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른 개성으로 표현된
다. 각각이 장르는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뮤
지컬의 특성과 연계하여 대중이 원하는 오락적, 예술적 
기능을 극대화 하고 있다. 뮤지컬은 실제 배우가 공연무
대에서 연기와 노래를 하며, 현장감을 더한다. 이는 생동
감 있는 적극적 감각에 호소되며, 관객으로 하여금 입체
적 현실감이 극대화 되게 한다. 무대공연의 특성 상 한정
된 공간 내에서 공연이 이루어져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같은 공간에 공연과 관객이 존재하여 관객의 몰입을 극
대화 한다. 무비컬은 실제배우를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연기와 노래를 구현한다. 영화형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무대공연의 뮤지컬과 달리 촬영과 편집을 통해 제작되며, 
영상은 평면 스크린을 통해 재생된다. 이에 따라, 실제성
은 있지만, 환상적 효과와 동화적 연출에는 한계가 있다. 

표 2. 사례비교 분석

구분 뮤지컬 무비컬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장인물과 
배경의 
재구성

-실제 배우
-무대로 제한된 
공간
-현장감, 동시성

-실제 배우
-다양한 공간 연출
-현실성, 접근성

-가상 캐릭터
-다양한 공간 연출
-환상성, 접근성

영상 
매체적 
특성

-적극적 감각의 
호소
-일회성
-현장에서 관찰

-접근성, 동시성
-동화구현의 한계
-재생된 이미지

-접근성, 동시성
-살아 있는 입
체동화
-재생된 이미지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상황연출

-입체적 공간
(실제 물리적 환경)
-특수효과를 통
한 웅장함

-평면적 공간
(스크린 화면)
-2D애니메이션
을 이용한 표현

-평면적 공간
(스크린 화면)
-VFX를 통한 
환타지적 표현

 
  뮤지컬 애니메이션에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
위적 조작에 의해 가상 캐릭터의 연기, 배경, VFX 효과
를 통해 환상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눈의 여왕(Frozen)’은 주제
곡 선정을 통해 뮤지컬의 음악성을 확보하고, 가수 이디
나 멘젤(Idina Menzel) 의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성을 뮤
지컬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노래의 가사는 주인공 엘
사의 감정과 대사를 대신하며, 효과적인 내러티브를 진
행한다. 앞선 사례비교를 요약하면 위의 [표 2]로 요약될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겨울왕국’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완성도 높은 환상적
인 장면 연출과 뮤지컬의 노래와 연기, 그리고 VFX 효과
가 극적으로 어우러지며, 원작동화에 대한 관객의 상상
력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관객의 확보를 통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독자적 장르로 
확립되고 있으며, 빠른 파급력과 관객의 손쉬운 접근성
으로 인해 초국가적 대중영상장르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영상미학
적 가치와 대중예술매체의 혼종적 접목을 통한 새로운 
영상예술장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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