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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여 인정받고 있는 톰 무어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에 나타나는 평면적 스테이징을 분석하여 서사구조를 위한 시각적 장치 및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화면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스테이징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파악하고  
<바다의 노래>에서 평면적 스테이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추출 후 분석하며, 이를 정리하여 톰 무어 감독의 
평면적 스테이징 연출 요소 및 특징을 밝히도록 한다. 그 결과 <바다의 노래>에서는 기본도형을 활용한 화면 구성과 
켈트 전통문양인 나선형의 조형적 상징성을 내포한 화면 구성, 균형적 화면구도를 통한 안정적이고 평면적 프레임 표현, 
역원근법을 사용한 시대적 배경 표현과 평면적 조형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연출상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2차원의 평면성이 더욱 극대화되어 애니메이션 전반에 걸쳐 동화책의 삽화를 보는듯한 느낌이 강조되었다. 아일랜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자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톰 무어 감독은 서사를 돕는 평면적 스테이징
으로 애니메이션의 독창적인 표현성과 작품성을 높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가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를 만족하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들 및 관련 연구자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평면적 스테이징, 화면구도, 톰 무어,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

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visual elements for narrative structure and the symbols, scene 
components and visual styles in the images through analyze the flat staging in Tomm Moore's animated 
feature film, <Song of the Sea>. As a research method, I figure out the general theories about staging 
and analyze extracted scenes which revealed flat staging in the <Song of the Sea>, then summarize and 
clarify the flat staging production elements and features of Tomm Moore. As a result, in <Song of the 
Sea>, the composition of the screen using the basic shapes, the screen composition containing the 
spiral which is symbol of the Celtic traditional pattern, the stable and flat frame expression through 
the balanced screen composition, expression of spatial sensation using perspective, appearance of the 
period by using the inverted perspective, and composition that can emphasize the flat formability are 
appeared as a characteristic. Through this, the two-dimensional planarity was maximized to convey the 
feeling of appreciating the illustrations of fairy tales. Tomm Moore, who produced animation based on 
folk tales in order to inherit the traditional culture of Ireland, has been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because of its flat staging to help narrative, enhancing the original expression and performance of 
animation.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industry workers and researchers who 
make unique and excellent animated feature film.
Key Words : Flat Staging, Composition, Tomm Moore, Animation, Song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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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3D애니메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업 애니메이
션 시장에서 톰 무어 감독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 2D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제작해 오고 있는 아일랜드의 애니
메이션 감독이다. 그는 기존의 현실적 공간 재현을 위해 
3차원의 공간감을 재현했던 일반적인 2D 애니메이션과
는 달리 기본 도형 및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캐릭
터와 배경 디자인, 그리고 서사를 위한 조형적 도구 및 
흥미로운 화면 구성을 통해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
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많은 작품에서 감독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면적인 스테이징을 활용한 화
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편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
래>(2014)는 톰 무어 감독 애니메이션의 개성과 특징이 나
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제작되는 상업 애니메이션의 경우 
헐리웃 3D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식을 많은 부분 따르고 
있다. 내용 및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거나 새로운 시각적 표현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국의 상업 애니메이션 업계에
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투자사 측에서는 이미 해외의 흥행 사례를 통
해 검증된 3D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선호하며, 이러한 
투자사의 요구에 맞춰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향성이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작품성과 흥행성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톰 무어 감
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를 분석하여, 한국 애니
메이션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스테이징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 스테이징의 종류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면적 스테이징을 독창적 
영상 스타일로 확립한 톰 무어 감독의 작품세계와 영상
에 대해 장편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를 통해 분석하
여 서사구조를 위한 시각적 장치 및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화면 구성요소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를 통해 향후 본 연구가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고자 하는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참고 자료로
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테이징

무대화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징은 연극의 무대를 구
성하는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배열 및 배치하는 작업을 
일컫는 용어이다. 영화 연출에서 화면 구성 또는 미장센
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스테이징은 캐릭터와 사물, 
배경의 구성 및 공간 배치 등, 세트 드레싱과 관련된 내
용 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위와 움직임, 동선을 통해 캐
릭터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까지 포괄한다[1].

Fig. 1. Dynamic staging of <Gone Girl>(2014)

Fig. 2. Dynamic staging of <Psycho>(1960)

스테이징은 역동적 스테이징과 평면적 스테이징 두 가
지 종류가 있는데 역동적 스테이징의 경우 극적인 분위
기를 연출하게 된다. 또한 화면에서 깊이를 창출하고 수
평 수직이 아닌 대각선의 움직임과 비대칭, 동적 구도를 
지향한다. 가능한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고 영화 속 만들
어진 세계가 실재하는 것처럼 열린 프레임을 구축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형식, 즉 ‘구도화되지 않은 구도’를 추구
하며 현실 재현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사실주의를 지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Fig. 1.과 Fig. 2.는 극적 
긴장감을 연출한 역동적 스테이징의 예라 할 수 있다.

 

Fig. 3. Flat staging of <Napoleon Dynamit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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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at staging of <Nacho Libre>(2006)

Fig. 5. Flat staging of <Moonrise Kingdom>(2012)

평면적 스테이징의 경우 코믹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화
면에서의 깊이감 보다는 화면 전체의 구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한 수평 수직적인 움직임과 대칭, 정적 구도
를 지향하며 밝은 색상과 압축된 시각 정보나 메시지의 
충만한 전달을 위한 닫힌 프레임을 사용한다. 다소 인위
적이며 표현주의를 추구하는 평면적 스테이징은 회화적 
근사함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작위적 형식을 조심해야 한
다[3]. Fig. 3.과 Fig. 4., Fig. 5.는 코믹한 상황을 연출한 
평면적 스테이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Staging Dynamic Staging Flat Staging
Scene 

Direction Dramatic Comic

Depth High Low

Movement Diagonal Horizontal,
Vertical

Composition
Asymmetry Symmetry

Dynamic Static
Color Dark Light
Frame Open Frame Closed Frame
Image 

Aesthetics Realism Formalism,
Expressionism

Table 1. Dynamic Staging vs. Flat Staging

2.2 톰 무어(Tomm Moore) 감독의 작품세계
1977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톰 무어 감독은 아일랜

드의 영화 제작자,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및 만화
가이다. 아일랜드의 킬케니(Kilkenny)에 소재한 애니메
이션 스튜디오 및 제작 화사인 카툰 살롱(Cartoon 
Saloon)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그는 장편 애니메이션 

<켈스의 비밀>(2009)과 <바다의 노래>(2014)를 제작하
여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4]. <켈스의 비밀>(2009)은 톰 
무어(Tomm Moore)와 노라 트메이(Nora Twomey)가 
공동 감독한 작품으로 8-9세기 경 제작된 아일랜드의 국
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중세 기독교 복음서 ‘켈스
의 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5].

<바다의 노래>(2014)는 카툰 살롱의 두 번째 장편 애
니메이션으로 아일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셀키 설화
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톰 무어 감독 작품은 “일상생활
에서 예부터 전해지는 옛 이야기나 전설을 잃는 것은, 지
금까지의 역사, 문화와의 관계를 잃는 것”이라고 말할 정
도로 아일랜드의 전통 문화 계승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
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다.1)

2.3 <바다의 노래> 개요
등대지기인 아버지 코너, 여동생 시얼샤와 함께 아일

랜드의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주인공 벤은 셀키 요정이었
던 어머니가 바다 속으로 떠난 사건 이후로 슬픔과 충격
에 빠져있으며 아버지 코너 역시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벤은 어머니가 사라진 
것이 동생 시얼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동생을 미워했다. 
그러던 중 시얼샤가 납치되고 벤은 시얼샤를 구하기 위
해 여행을 하며 차츰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졌던 슬픈 감정을 바로 보게 되며, 
시얼샤를 이해하고 구출하게 된다.

<바다의 노래>는 과거의 슬픔에 빠져 현재를 낭비하
지 않아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정
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솔직하게 마
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주제를 말하고 있다.

톰 무어 감독은 아일랜드의 옛 이야기인 셀키의 전설
에 대해 알리고자하는 목적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바다
의 노래>를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적 특색을 보여준다면 그 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관객에게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2)

1) (2018). Namuwiki(Online).
   https://namu.wiki/w/%EB%B0%94%EB%8B%A4%EC%9D 

%98%20%EB%85%B8%EB%9E%98(%EC%98%81%ED%99%94)
2) (2018). Namuwiki(Online).
   https://namu.wiki/w/%EB%B0%94%EB%8B%A4%EC%9D 

%98%20%EB%85%B8%EB%9E%98(%EC%98%81%ED%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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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노래>는 2015년 제 87회 아카데미 장편 애
니메이션 부문과 42회 애니 상의 베스트 애니메이션 상 
후보에 올랐으며 IMDB 평점 8.1과 로튼 토마토의 신선
도 점수 99%라는 높음 평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3)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최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
한 화려한 3D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장편 애니메이션 시
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자국의 설화
를 바탕으로 제작된 2D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가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3. <바다의 노래>의 평면적 스테이징
3.1 조형적 상징성을 활용한 화면구성

<바다의 노래>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카툰 
살롱의 콘셉트 아티스트 로리 콘웨이(Rory Conway)는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 VFX 박람회의 “형태 변형의 캐
릭터 디자인 워크숍”에서 형태는 성격을 내포하며 원형, 
사각형, 삼각형의 기본도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을 
했다. 원형은 안전함, 부드러움, 편안함, 친근함, 사각형
은 강함과 단담함, 신뢰감, 지루함 그리고 삼각형은 힘, 
공격성, 위험함, 무서움과 긴장, 움직임과 여행을 의미한
다고 했다[6]. 인간의 두뇌는 눈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복
잡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 색채, 모양을 감각신호
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해석한다. 시각정보처
리 단계에서는 복잡한 이미지를 형태, 선, 모양, 색채, 대
비, 움직임 등 조형의 원초적 정보로 분해해서 분석을 하
게 되는 것이다. 게쉬탈트 심리학자들의 시지각 법칙에 
따르면 복잡한 형태를 단순한 형태로 체제화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이라고 했다[7]. <바다의 노래>에서 
평면적 스테이징이 나타나는 요소로써 간결하고 구조적
이며 기하학적인 조형성의 의미가 화면구성을 통해 관객
에게 전달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Fig. 6. Circle shapes
3) (2018). Wikipedia(Online).
   https://en.wikipedia.org/wiki/Song_of_the_Sea_(2014_ 

film)#Reception

Fig. 6.과 같이 화면에서 원형의 표현은 안전한 공간
과 행복한 시간을 상징한다. 첫 이미지의 벤과 아버지, 어
머니가 함께 있는 원형 이미지와 그로부터 줌 아웃이 되
어 나타나는 두 번째 이미지는 <바다의 노래> 애니메이
션의 전체적인 서사를 함축하는 상징성이 강한 장면이라
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나타내는 파도 이미지가 원형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주요 사건 및 등장인물이 이집트 벽화
와 같이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원형의 중심부에
는 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 행복한 모습으로 
누워있으며, 모든 이미지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
전하듯 벤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 전체적인 조형성을 
통해 아일랜드 전통 영웅 서사를 암시하고 있다.

Fig. 7. Rectangle shapes

Fig. 7.은 벤과 시얼샤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할머니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할머니가 타고 오는 
자동차, 그 자동차를 싣고 오는 배, 할머니의 집과 집 안
의 소파, 액자, 계단, 창문 등의 소품에서 사각형의 조형
성이 나타난다. 벤과 시얼샤가 할머니 집에 갇혀 갑갑함
을 느끼고, 결국 가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머니 집 시퀀스에서는 단단하고 완고하며 지루함
이 느껴지는 사각형의 조형적 상징성이 활용되었다. 

Fig. 8. Spiral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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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에서 볼 수 있는 나선형의 이미지는 트럼펫 패

턴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소용돌이처럼 말려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특징적인 켈트 문양이며 고대 
아일랜드의 전통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8]. 톰 무어 감독
은 <바다의 노래>에서 아일랜드의 전통 이미지를 셀키 
설화에 반영해 내러티브를 위한 중요한 소품으로 활용했
으며 주요 시퀀스에서 배경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시각적
으로 표현했다. 다시 말해 감독은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조형적 상징성을 평면적 스테이징이
라는 연출법을 활용하여 내러티브를 전개시키고 화면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9].

Fig. 9. Scene Design with Formative Symbolism

3.2 정적이고 균형적인 화면 구도
화면 구도란 화면의 구성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효과

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적인 구도와 동적인 
구도로 나뉜다. 정적인 구도의 경우 수직, 수평, 대각선, 
삼각형, 원형 구도가 있고 동적인 구도의 경우 곡선(S, Z
자 형) 구도와 사선 구도가 있다. 

톰 무어 감독은 <바다의 노래>에서 화면 구도를 통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하는 정서를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 이미지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관객들에게 무의
식적으로 전달하고, 감독 자신이 의도한 메시지를 보다 효
과적이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Fig. 10. Vertical composition 

수직 구도의 경우 엄숙하고 경건하며 장중한 감정과 
성장 및 상승하는 느낌을 제공한다[11]. Fig. 10.은 <바
다의 노래>에 나타나는 수직 구도의 화면 구도로써 위 또
는 아래 방향의 수직 이동을 보여주며 관객의 관심과 흥
미를 유발하고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한다[12]. 

Fig. 11. Horizontal composition 

수평 구도는 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여 화면을 서정적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조용함, 고요함, 감정적 편안함
으로 해석된다. Fig. 11.은 <바다의 노래>에 나타나는 수
평 구도로써 수직 방향에 비해 긴 수평 방향의 화면비율
에 의해 수직 구도보다 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수평 구도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므로 평
온함과 휴식의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한다[13].

Fig. 12. Symmetrical composition

Fig. 12.는 <바다의 노래>의 대칭적인 화면 구도를 보
여주고 있다. 캐릭터 및 사물과 배경의 배치를 좌우 대칭
으로 구성하여 프레임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준다[14]. <바다의 노래>는 이러한 균형적 화면 구도를 
통해 평면적 영상을 표현했으며, 관객에게 그림책 삽화를 
감상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했다. ‘셀키의 전설’이라는 아
일랜드의 옛 이야기가 수직, 수평, 대칭이라는 단순하고 
정적이며 균형적인 화면 구도를 통해 더욱 굳건하게 동
화적 세계가 구축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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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atic and Balanced Composition

3.3 역원근법을 사용한 평면화법
<바다의 노래>가 다른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되는 부분

은 역원근법을 사용한 평면화법이다. 고대 이집트의 벽
화, 중세미술, 동양화의 공간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역
원근법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공간이 하나의 작품 
속에 공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Fig. 14. Inverted Perspective of ‘Garden with Pool’ and 
Backgrounds of ‘Song of the Sea’(2014)4)

Fig. 14.는 서양미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 8왕조의 유력 정치가였던 네바문의 무덤에서 발
견된 벽화 ‘연못이 있는 정원’과 <바다의 노래>에서 역원
근법으로 연출된 장면이다. ‘연못이 있는 정원’을 살펴보
면 연못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연못 속
의 물고기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나무는 정
면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역원근법이
란 단일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다의 노래>의 마을 장면은 길을 따라 나란히 집들을 
배치함으로써 정면에서 바라 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

4) (2002). EBS Video(Onlin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43585& 

cid=51661&categoryId=51664

과 동시에 뒤쪽을 향하는 길은 위에서 바라본 것과 같이 
화면의 수직 방향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벤과 시얼샤의 침실을 보면 침대를 기준으로 상하좌우를 
사물의 정면에서 바라본 것처럼 눕혀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비석의 이미지 역시 ‘연못이 
있는 정원’의 나무들처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눕혀서 
표현했다. 이는 사물의 정면을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특징
을 가장 잘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Fig. 15. Inverted Perspective of ‘Chaekkado’ and Prop 
Design of ‘Song of the Sea’(2014)5)

Fig. 15.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
와 골동품, 화훼, 기물 등을 그린 장한종의 책가도 8폭 병
풍과 <바다의 노래>의 소품 디자인이다. 두 작품의 책과 
소품, 선물 상자를 보면 화면의 앞쪽과 뒤쪽의 상자 너비
가 같거나 오히려 앞쪽이 더 좁고 뒤쪽이 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화면의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일반적
인 선 원근법에 위배되는 표현법이다. <바다의 노래>에 
등장하는 수도꼭지는 사물을 옆에서 본 형태와 위에서 
본 형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물
의 형태를 평면적으로 강조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모든 장면을 역원근법만으로 디자인하여 나타내
지는 않았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많은 장면에서 역원근
법을 활용한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는 톰 무어 감독만의 독특한 화면 연출이며 평면적 스테
이징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Fig. 16. Inverted Perspective of ‘The Secret of 
Kells’(2009) and ‘The Prophet’(2014) 

5) (2018). Doopedia(Online).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 

o?_method=view&MAS_IDX=1010130008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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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무어 감독은 이전 작품 <켈스의 비밀>(2009)의 코

멘터리에서 중세라는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기 위하여 원
근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양식을 참
고하여 화면을 구성했다고 했다[15]. 그의 다른 작품인 
<칼릴지브란의 예언자>(2014)에서도 원근법을 배제한 
평면적인 화면 구성이 등장한다. 이러한 톰 무어 감독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평면화법은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평면적이고 사물의 
본질적인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톰 무어 감독만의 영
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Fig. 17. Three Methods to reveal Flat Staging of 
‘Song of the Sea’(2014)

톰 무어 감독의 <바다의 노래>에 나타난 평면적 스테
이징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본도형을 활용한 화면 구성으로 각 도형이 상
징하는 의미를 전달했으며, 켈트 전통문양인 나선형의 화
면 구성을 통해 전통문화, 전설, 구전동화 및 설화를 위한 
패턴, 전통 문양 등의 시각적 도구를 평면적 화면에 배치
하여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표현했다. 즉, 평면적 스테이
징을 통해 조형적 상징성을 내포한 화면 구성을 연출했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직, 수평, 대칭의 정적이고 균형적 화면구도를 
통해 안정적이고 평면적인 프레임을 구축하여 동화적인 
서사를 강조했다. 이는 학예회 연극과 같은 코믹적 상황
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으며 시각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관객에게 동화책의 삽화를 감상하는 느낌을 전달했다. 

셋째, 원근법이 발견되기 이전의 중세시대 미술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는 역원근법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
고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는 과거의 이야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면적 조형성
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평면화법을 통해 각각의 사물이 가진 본
질적인 조형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Flat Staging of <Song of 
the Sea>

Visual Elements of 
Narrative Structure

Scene Design 
with Formative 

Symbolism

Circle and Square shape Convey the meaning of 
basic shapes

Spiral shape
(Celtic Traditional 

Symbol)
Express symbolism of 
traditional elements

Static and 
Balanced 

Composition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sition Express fairy tale book 

illustrationsSymmetrical 
composition

Flat Images 
using Inverted 
Perspective

Expression space 
through many different 

point of views
Establish Tomm Moore’s 

original visual style

Table 2. Summary

결론적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평면적 스테이징을 독창적인 영상 스타일
로 확립한 톰 무어 감독은 3D 애니메이션이 주류를 이루
고 있는 현 애니메이션 산업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새
로운 시도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평단의 호응을 이끌
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시도야말로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개성과 다
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
는 방향일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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