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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젠더담론은 동시대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된 의미론

적 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 문제는 관객과의 의미작용을 위한 언어적 요소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상업적 성공은 먼저 작품이 보여주는 우수한 미학적

기법과 원리,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여성 캐릭터의 젠더 표상에서 그 가치를 논의해 볼 수 있다.

<겨울왕국>의 주요 여성 캐릭터 엘사와 안나의 젠더 표상은 동시대 관객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대정신과 이데올로기를 잘 반영함으로써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의미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캐릭터의 젠더 담론에 관한 고찰은 소통적 관점에서 작품을

풍요롭게 읽어내는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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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Representation of animation character that is discussed in this essay is a semantic

discourse that is related to communication with contemporary audience. For gender Representation

of animation character, as it can be thought that linguistic elements for signification with audience

are materialized, it has a significant value when it comes to communication with audience.

Commercial success of Disney's feature length animation Frozen is from excellent aesthetic principles

and techniques and global marketing capabilities of Disney studio. However, independent and active

gender representation of Elsa and Anna in Frozen are more important commercial successful

elements. Especially, Gender representation of these two characters reflects myth of women who live

in this modern society so their linguistic meaning can appear affluently. That also means that those

two characters have advantages, in terms of communication, that can have effective signification with

contemporary audience as linguistic sign. And those advantages are signification foundation that

Frozen can be commercially successful by communicating with audience all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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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3년 겨울에 들어서며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객들은 디즈니 스튜디오의 새로운 극장용 장

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Frozen)>을 만났다.

이 작품은 개봉 이후 디즈니 스튜디오가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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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큰 성공

을 거두었다.

<겨울왕국>이 시작하기 전 스크린에는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디즈니 스튜디오 최초의 유

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

1928)>를 시작으로 그들의 짧지 않은 역사를 디

즈니 애니메이션 특유의 유머로 보여준다. 이것

은 디즈니 스튜디오의 화려한 과거가 <겨울왕

국>을 통해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1989년 디즈니 스튜디오의

28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통해 잃

었던 명성을 되찾았던 것과 같이 실제로 디즈니

스튜디오는 <겨울왕국>으로 100여 년 가까운

애니메이션 왕국의 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

다. 그리고 전 세계를 뒤덮었던 <겨울왕국>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며, 미키 마

우스(Mickey Mouse)가 그러하듯이 미래에도 우

리의 곁을 지킬 것이다.

<겨울왕국>의 원작은 한스 크리스타인 안데

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동화 <눈의

여왕(The Snow Queen)>이다. 그러나 <눈의 여

왕>은 <겨울왕국>이라는 작품의 스토리 개발을

위한 영감과 모티브만을 제공했을 뿐, <겨울왕

국>에서 보이는 이야기의 전개와 구성은 원작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상업적 성공의 이

유를 탄탄한 원작에서 찾는 일반적인 시각이

<겨울왕국>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명

작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인류 보편

적인 정서를 잘 이끌어 낸 것을 가장 중요한 흥

행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겨

울왕국>의 메인 프로듀서 피터 델 베초(Peter

Del Vecho)는 “겨울왕국은 사랑(극중 안나)과

누구나 간직한 근본적인 두려움(극중 엘사) 사이

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모든 사

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죠. 여

기에 음악과 유머러스한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큰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언

급하였는데[1], 이는 <겨울왕국>이 인간의 보편

적인 감성인 사랑과 두려움을 작품의 주제에 잘

반영함으로써 문화와 언어적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인의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주요 캐릭터 엘사와 안

나는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젠더 표상을 통해 동시대 관객들이 공

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대적 감성과 이데올로

기를 잘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엘사와 안나의 젠더 표상을 분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겨울왕국>의 흥행 요인

을 의미론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데에 있다.

1.2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겨울왕국>의 스토리텔링에 있어

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엘사와 안나의 젠

더 표상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도 언급하였듯이 두 캐릭터는 작품의 대표적인

캐릭터들로서 보편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주

제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젠더 표상에 대한 차별

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젠더

담론을 이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틀을 토대로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엘사와 안나 두 캐릭터의 젠더

표상을 분석함으로써 담론적 차원에서 <겨울왕

국>이 보여주는 여성 캐릭터의 시대적 의미망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젠더(Gender)

담론과 여성 정체성의 규정

최근의 젠더담론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이 ‘실질적인’ 생물학적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물의 속성 때문이라는 인식 아

래 생물학적인 성(sex)과 차별화하여 정치, 문화

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조안 스콧(Joan Scott)은 젠더를 양성간의 차이

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정의하고 역사분석의 유용한 범주임을 역설하였

다[2]. 젠더는 우리가 여성으로 또는 남성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 필요한 준거의 틀

(reference)로 작용하며, 동시에 세상과의 경험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범주들로 구성되는 의미

체계다. 또한 젠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

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의미체계로서, 상호작

용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나타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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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성과 구분되는 사회문

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적 특질을 지칭하는 것’,

‘성 특질이 고정된 인성적 특질이나 안정된 실체

가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위가

되고 생산되는 수행적인 것’, ‘남성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 도구로서 섹스에 대한 지식이나 현

실자체를 구성하는 담론적 권력의 한 형태’와 같

이 점점 다양하게 의미적으로 분화되고 발전되

어 왔다. 여기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의 젠더

개념은 인간을 남성, 여성으로 분리하는 원리 자

체에 문제를 제기한다[4]. 젠더를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조직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적 규칙’

이라고 정의할 때, 젠더는 불평등의 위계질서가

생산되는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과제로 하는

인식론적 개념 도구이다. 로버트 스톨러(Robert

Stoller)는 성전환자들을 사례로 들면서 젠더 정

체성은 생물학적인 것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케

이트 밀렛(Kate Millett)은 태어날 때 남과 여 두

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가 사회화와 더불어

차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요컨대 사회의 역할

론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는 성 정체성이 영구적

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차이를 구성

하는 온갖 요소들이 교호하면서 자아내는 복합

적인 효과의 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다. 즉, 젠더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잠시 형

성되었다가 해체되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젠더는 명사가 아니며, 자유롭게 떠도는 일군의

속성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젠더의 본질적 효과

가 젠더 일관성의 규제적 관행 때문에 수행적으

로 생산되고 강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

이다.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것은 목적한 정체성

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관

점에서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겨울왕국>의 두 여

성 주인공 엘사와 안나가 보여주는 젠더 표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의미체

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엘사와 안나는 시

련의 극복과 사회적 성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자매애(sisterhood)적 연대감과 조력을 통해 이

루어낸다. 이것은 남성을 능가하는 성취욕과 자

신감을 가진 알파걸(Alpha Girl)의 표상적 정체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겨울왕국>은 성(sex)

이 아닌 젠더(gender) 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젠더의 구성주의적 시각을 강조하는 최근의

이론들은 여성의 동성애와 연대의식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예

술 작품들에 나타나는 젠더 표상의 다채로운 형

상과 의미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왕국>이 보여주는 서사와 젠더 표상

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본다면 보다 의미론

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젠더가 사회

문화적 관습을 토대로 수행적이라고 한다면,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는 생물학적 여성임

에도 불구하고, 왕국 지키기라는 과업을 수행하

고 있는 남성화된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엘사와 안나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디자인적

속성은 섹슈얼러티(sexuality)로서의 여성성을

그대로 구현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보여주었던 젠더 표상과는

차별적인 의미체계를 띠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

이션 저변에 깔려있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드

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캐릭터들이 보여주

었던 젠더 표상의 진부함을 벗어던지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수행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3.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나타나는 젠더 표상의 변화

3.1 이데올로기적 배경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의 젠

더 표상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확실히 구

분되어 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토대로 시대에 맞

는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디즈니 스튜디오가

추구하는 사회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제공자 역

할을 하였다. 그것은 우익적이며 보수주의자였던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지니고 있었던 가

치관과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작품 속에 반

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6].

이러한 배경적 관점에서 볼 때,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추구하는 신화에 대한 관객들의 자연스

러운 수용을 위해 외시의미 중심의 미학적 표현

에 주력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순수의 이

미지로 표현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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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비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

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외시의미 중심의 직관

적이며 보편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

은 없으며, 캐릭터들의 모험에는 그 어떤 철학이

나 함축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것은 캐릭터의 젠더 표상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

하는 신화적 메시지와 이데올로기를 극히 자연

스럽고 당연한 사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목적

과 효과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기

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적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방법론적으로 젠더 표상의 직관적인 의미

전달이 용이한 캐릭터의 전형화는 필연적인 선

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3.2 젠더 표상의 표현적 특징

주로 글로벌 관객을 대상으로 장편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은

동시대의 지구촌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배적인

현대 신화를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들의 대부분은 전형적으로 표현되어 1단계 수준

의 의미작용(signification) 체계인 외시의미

(denotation)를 통해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

록 한다[7]. 다시 말하면,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

장을 타깃으로 제작되는 상업적인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등은 관

객과의 의미작용을 위해 관객 스스로의 성찰과

해석이 가능한 함축의미(connotation)적 표현보

다는 외시의미를 통해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하

도록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

통점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관

객이 쉽게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호학적 언

어체계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의 관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대표적인 예

가 될 수 있으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

은 신화를 의미하는 하나의 언어이자 리얼리티

로서 관객에게 이해되고 외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젠더 표상은 문화사회적 경향이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신화적 특징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물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함

축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요 관객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을 타

깃으로 제작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초기 디

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모성애를 요

구하는 남성사회와 모성신화에 여성이 귀속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배적 신화를 외시

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디즈니 스튜디오의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 공주(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의 본격적인 제

작이 1930년대 초반 대공황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익적이며 보수주의자였던

월트 디즈니의 의도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객이 애니메이션에 함축

적으로 담겨진 신화를 향유하고 성찰하기 보다

는 외시적 표현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작용을 통

해 수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향한 것이다. 디

즈니 애니메이션의 이러한 신화적 표현과 특징

은 분석적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함축의미를

담고 있지만, 관객과의 소통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그보다 외시적 표현과 의미가 중심이 된다

는 점을 인식할 수가 있다.

3.3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

그 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성격과 의미론적 표현은 순종적이며

객체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측면으

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왔다. 1937년 <백설 공

주>의 주요 캐릭터인 백설 공주는 백마 탄 왕자

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극단적인 순종형

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신데렐라(Cinderella,

1950)>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Sleeping

Beauty, 1959)>를 거치면서 여성 캐릭터는 부분

적으로 순종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주체적인

성향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왔

던 가부장적 의식이 동시대의 문화사회적 트렌

드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를 거쳐 21세

기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으로 <미녀와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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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and the Beast, 1991)>, <Aladdin(알라

딘, 1992)>, <포카혼타스(Pocahontas, 1995)>,

<뮬란(Mulan, 1998)>, <공주와 개구리(The

Princess and the Frog, 2009)>, <Tangled(라푼

젤, 2010)>에서와 같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여성 캐릭터들의 젠더 표상은 수동적으

로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인물이기보다 능동적

이며 적극적인 성격을 보이는 인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위와 같이 젠더 표상의 변화를 보여주던 디즈

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들은 <겨울왕국>

에서 성 정체성의 구분을 완전하게 없애는 성격

과 인물의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남녀 구분의 성

역할이 아닌 젠더 표상으로서의 캐릭터들만 존

재하는 것이다. 즉, 캐릭터들은 알기르다스 줄리

앙 그레마스(Algirdas Julius Greimas)의 행위소

모델(Actantial Model)에서 나타나는 주체/객체,

발신자/수신자, 조력자/반대자로서의 젠더 표상

을 보여주며 스토리텔링을 위한 행위적 요소로

만 존재하는 것이다.

4. <겨울왕국>에 나타나는 젠더

표상의 특징과 정체성

4.1 <겨울왕국> 서사의 이데올로기적 혁

신성

<겨울왕국>은 디즈니 스튜디오가 그동안 고

수해온 2D 애니메이션 형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3D 형식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픽사와 디즈니

스튜디오의 감독 존 라세터(John Lasseter)가 언

급하였듯이, 3D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기본적으

로 2D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원리와 기법을 활용

하여 생명력을 캐릭터에게 불어넣는다[8]. 실제

로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뮤지컬 요소, 실사영

화 스타일의 카메라 연출 등 스토리텔링을 주도

하는 시청각적 요소들은 이미 2D 형식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 속에서 시도되고 정착된 것

이기 때문에, 3D 형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애니

메이션의 리얼리티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겨울왕국>이 보여준

상업적 성공 요인에 대해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겨울왕국>의 캐릭터에서 보이는 젠더 표상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는 보다 근원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겨울왕국>의 주요 캐릭터 엘사와 안나가 보

여주는 젠더 표상의 특징은 두 캐릭터의 관계성

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엘사는 자신의 불행이

었던 ‘고삐 풀린 마법’을 동생 안나의 사랑을 통

해 ‘아름다운 마술’로 전환하며 여왕으로서의 자

격을 갖추게 된다. 두 자매의 믿음과 사랑, 그리

고 여성의 성취 서사는 <뮬란>, <라푼젤>과 같

은 전작에서 부분적으로 보이긴 했으나, 젠더 표

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겨울왕국>은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전통적인 서사문법

에 완전하게 반하는 혁신적인 서사적 접근을 시

도한 작품이다.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서사는 주로 왕자

혹은 상류층의 신분으로 등장하는 남성조력자의

능력과 힘에 의해 여성 캐릭터가 당면해 있는

문제와 장애를 극복하며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겨울왕국>의 서사는 진취적이며

연대적인 여성 캐릭터들의 젠더 표상을 보여주

며 서사의 혁신성을 이끌어 냈다. 특히 그들의

젠더 표상이 여성연대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성애 코드로도 해

석되었다.

그러나 정작 <겨울왕국>이 지향하는 의미체

계의 배경과 목적은 극장 상영 이전에 보게 되

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

다. 보편적 논의가 되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관객에게 보이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며, 곧 스크린에 보이

는 애니메이션은 디즈니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겨울왕국>은

기존의 캐릭터들이 보여주었던 젠더 표상의 진

부함을 벗어던지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수

행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오랜 시

간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 저변에 깔려있는 보

수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내고 동시대의 사회적

흐름과 젠더 담론을 반영한 새로운 젠더 표상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보여주었던

젠더 표상과는 차별적인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

다.

4.2 마녀 캐릭터의 젠더 표상과 재해석

엘사는 왕국의 공주로 장차 여왕이 될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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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마법을 소

유하고 있다. 엘사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러

한 특징은 전통적 동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계보학적 맥락에서 보자면 마녀 캐릭터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엘사는 공동체 파괴적인 초능

력을 지닌 인물로서 전통서사문법에서 주인공의

적대자이다. 또한 그것이 여성 캐릭터일 때는 주

로 마녀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겨울왕

국>에서의 엘사는 악의도 없고, 자신이 지닌 초

능력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감금하는 저주받은

여성이다. 이러한 캐릭터 유형의 계보학에서 보

자면, 엘사는 <미녀와 야수>의 야수나 <공주와

개구리>의 왕자와 같이 마법에 걸린 저주받은

존재이다. 저주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풀려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조력자란

이성이고 서사의 완성은 상대자와 사랑의 성취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주받은 주인공

들이 펼치는 서사의 기본 골격이다. 그런데 <겨

울왕국> 서사의 핵심적인 뒤틀림은 바로 엘사의

조력자가 남성캐릭터가 아니라 자매애를 토대로

하는 여동생 안나라는 점이다.

유럽의 마녀사냥 당시 서민이 아닌 귀족이나

왕족도 마녀로 몰린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

을 감안한다면, 한스가 엘사에게 반역죄 혐의를

씌우는 패턴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

녀 사냥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유럽에서 벌어진 마녀재판이 농민

이나 기층민에 국한되지 않고 간간히 재산을 놓

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 혹은 친지간에 갈

등을 일으킨 귀족이나 왕족들도 상당수 마녀로

기소되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9], 엘사를 끝까지 안나가 지지해 준다는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서사의 방향성이 아니다.

엘사에 대한 안나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안나 자

신이 왕위에 욕심을 냈더라면 얼마든지 엘사는

마녀로 추락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진취성과 시대성은 바로 엘

사가 마녀로서의 적대자로 표현되기보다는 그녀

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녀를 온전한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의 조력자로 여동생 안나를 설정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토

리작가들이 각 개인들의 문학적 영감과 취향에

서 만들어낸 서사라기보다는 근래 페미니즘 운

동이 지향하는 사회, 정치적 실천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여성연대, 자매애의 문제, 즉 시대정신

을 자매의 이야기로 의미화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최근 페미니즘 운동의 무게 중심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몸담론)와 젠더 담론에서 나아가 여

성의 연대, 우정이라는 정치적 운동성에 주목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의 자매애는 단순히 가족애로 축소,

환원할 수 없는 여성의 우정, 연대의 문제와 결

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

였듯이 엘사가 마녀로 추락하지 않고, 좋은 여왕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사를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준 안나의 존재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

안나는 언니를 내치고 스스로 여왕으로 군림하

여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자매애, 더 나아가 여성 연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엘사와 안나가 구축한 관계성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의미체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매애를 통해 여성이 또 다른 여성 주인

공의 정체성과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결정

적이며 진취적인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는 점이

다.

4.3 이율배반의 이중구속적 캐릭터 창출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캐릭터의 이미지는 지

금까지 논의한 젠더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차원

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존 디

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적인 공주

캐릭터 디자인의 전형성을 더욱 정교히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전형

적인 몸짓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옆으로 머

리와 몸통 기울이기, 어깨 올리기, 골반 내밀기, 손

목을 보이거나 손목을 늘어뜨리기, 입 근처에 한

손이나 양손 갖다 대기, 다소곳이 손 모아 가슴 쪽

으로 가져가기, 판 다리를 몸통에 붙이기, 눈을 동

그랗게 떠 상대방을 응시하며 미소 짓기, 턱 괴기

등이 있다.[10]” 실제로, 안나와 엘사는 긴 머리

와 전형적인 공주 의상을 통해 여성성을 한껏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여

성성을 강조해주는 전형적인 몸짓을 작품 전반

에 걸쳐 보여준다. 즉, 엘사와 안나 캐릭터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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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표정과 몸짓은 두 캐릭

터에서 보이는 진취적인 남성적 서사와 대조적

으로 <겨울왕국>을 여성 아동의 판타지물로 손

색이 없게 만들었다.

<겨울왕국>에 나타난 여성적 진취성은 알파

걸, 강한 여자를 여아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는

많은 부모(성인) 관객들의 정서적 호응을 이끌어

냈다. 반면에, 엘사와 안나가 표현하고 있는 여

성적 캐릭터 디자인은 아동 관객층(특히 여아)에

게 모자람 없는 판타지를 제공해준다. 결국, <겨

울왕국>의 두 여성 캐릭터는 여성이 지닌 생물

학적인 특징과 아름다움도 긍정하면서 동시에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두 마

리 토끼를 좇은’ 이율배반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때 이율배반적이라 함은 모순이라기보다 내용

-형식이라는 양 측면에 서로 다른 목표점을 갖

고 접근하여 여성/남성 혹은 부모/아동이라는 공

감 포인트가 다른 관객을 모두 아우르려는 기획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5. 결론

실사영화의 특성이 현실의 재현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은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실재성의 환영을 구현한다[11]. 그러므로 애니메

이션에서 보이는 모든 표현적 요소는 궁극적으

로 의미작용을 통해 의미론적 풍요성을 창출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한 <겨울왕국>의 젠더담

론은 동시대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된 의

미론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존재 자체만

으로 하나의 언어적 의미를 표출하는 캐릭터의

젠더 표상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관객과의

의미작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상업적 성공은 기본적으

로 그들이 보여주는 우수한 미학적 기법과 원리,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

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사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장편 애니메이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는 작품이 관객에게 전달

하는 담론적 차원에서 구조화된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형식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보이는 캐

릭터의 젠더 담론에 대한 고찰은 작품을 풍요롭

고 깊이 있게 읽어 내는 기초적인 연구라고 판

단한다.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두 여성 캐릭터 엘사

와 안나는 이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봐왔던

캐릭터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엘사와 안나의 자매애는 여성연대, 정치적인

여성 주체의 성립과정으로 읽어 낼 수 있다. 이

와 동시에 두 캐릭터 디자인은 완전한 여성성을

보여주어 애니메이션의 판타지를 깨지 않는다.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이러한 서사의 혁신성

과 더불어 캐릭터 디자인의 여성이미지 고수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

게 쉽게 어필할 수 있었던 장점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미학적 장점은 전 세계 애니

메이션 산업에서 오랜 시간 헤게모니를 쥐고 있

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혁신적 변화 모색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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