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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든 애니메이션 영화는 캐릭터의 작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성격을 뚜렷하고 
잘 형성된 캐릭터는 서사와 주제의 표현자일 뿐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고 진정한 공감대 형성하는 담당자이
기도 한다. 대중의 미학의 향상과 우수한 작품의 공개, 성격을 단순한 캐릭터가 거의 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
게 인상 깊은 캐릭터를 만드는가가 연구 가치가있는 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성격구조 이론과 
자기방어기제에 기초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주인공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한다. 논문의 
말미에는 가구야 공주의 이미지 특징과 개인의 추구를 분석함으로써 다사카타 이사오 감독의 캐릭터 창작에 
대한 이해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훌륭한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 연구에 도움이 되기로 기대한다.

■ 중심어 :∣애니메이션 영화∣캐릭터 묘사∣성격 구조∣
Abstract

Any kind of animation film are almost inseparable from the role of characters, with distinct 
personalities, and well-created characters are not only the expressors of narrative and themes, but also 
the ones wh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form resonance. Nowadays,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s aesthetics, the production of excellent animation, the characters with a single personality 
have been almost eliminated. So how to create a profound role has become a topic worthy of study. 
This paper is based on Freud's theory of personality structure and ego defense mechanism. The main 
research object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animation film “The Tale of The Princess Kaguya”. At the 
end of the thesis, by analyzing Kaguya's image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ursuits, it explores 
director Isao Takahata's understanding of character shaping. In this way, it also provides a reference 
to produce anim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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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내러티브 영화에 캐릭터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는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핵
심적 요소이며, 애니메이션 장르도 예외는 아니다. 애니
메이션 영화 발전사에서 무수히 많은 작품에서 여성 캐
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1937년 세계 최초의 컬
러 애니메이션 영화인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 
백설 공주와 왕비는 현재까지도 대중에게 인상적인 이
미지로 남아있다. 사회의식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
함에 따라 여성 주인공의 이미지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치며 현재는 개성, 추구, 인종, 사상 등 다양한 측면에
서 더욱 다원화된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9년에 개봉한 두 편의 <겨울 왕국> 시리
즈는 모두 큰 흥행 성공을 거두었고, 디즈니의 공주 시
리즈 애니메이션으로서 주요 내용도 예전의 왕자와 공
주의 사랑 이야기와는 달리, 자매 간의 애정에 대해 탐
구하고 형제자매의 관점에서 진정한 사랑의 다양한 측
면을 탐구하며 개인의 책임과 용기를 더욱 중시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홍성호 감독이 제작한 <레드 슈즈>가 
2019년 개봉하였고, 이 영화 역시 여성 캐릭터를 주인
공으로 하며, 주인공인 백설 공주가 사악한 왕비를 물
리치는 모험을 통해 여성의 힘과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
한 주제를 탐구한다. 중국에서 2019년과 2021년에 각
각 개봉한 <백사1, 2>의 두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도 자
아 추구와 용기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문화의 산지로 유명한 일본은, 1958년 
처음으로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백사전(白蛇傳)>
이 상영되기 시작하면서 여성 캐릭터를 주체로 하는 작
품이 관객들의 시선에 활발하게 등장하였으며, 관객들
에게 다양한 인상 깊은 여성 주인공 캐릭터들을 남겨주
었다. 예를 들어 2004년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宮崎
駿)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마법에 걸려 얼
굴은 늙었지만 순수하고 낙관적인 소피, 2009년 개봉
한 호소다 마모루(細田守)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에서 밝고 에너지 넘치는 콘노 마코토 등의 캐릭터는 
용감하고 친절하며 자아의식을 중시하고 모두 아름다
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카하타 이사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거장으
로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그의 작품은 매우 섬세하고 사실적인 스타일
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의 화면 표현과 그의 연출 기법
은 미야자키 하야오, 토미노 요시유키(富野由悠季), 카
타부치 스나오(片淵須直) 등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다카하타 감독의 작품 대부분은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
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나이, 성
격, 이미지의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 다카하타 이사오
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미야자키 하야오를 떠올릴 수 
있다. 필자가 관련 논문을 검색했을 때 미야자키 하야
오 연구에 관한 대량의 논문에 비해 다카하타 이사오의 
현실주의 창작 기법과 관련된 논문의 수는 많지 않았으
며, 미야자키 하야오의 저작과 작품의 내용에 대한 연
구에서 짧게 언급된 다카하타 이사오와 관련된 내용만
을 찾을 수 있었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 2013>는 다카하타 이사오 감
독의 마지막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서 애니메
이션 예술에 대한 그의 궁극적인 추구를 대표하고 있
다. 이 작품은 제87회 아카데미상 최우수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 노미네이트와 제42회 애니메이션상 최우수 
애니메이션 장편 노미네이트, 최우수 감독 노미네이트, 
최우수 애니메이션 음악 노미네이트 등 여러 유명 영화
제에서 수상 및 노미네이트 자격을 얻었다. 비록 박스 
오피스 흥행 성적이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의 
예술적, 인문적 조예는 모든 애니메이션인, 영화인들에
게 있어 연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원작인 <다케
토리 이야기>는 일본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모노가타리 
작품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을 깊이 연구를 하
였다. 일본 문학가 미타니 세이이치 (三谷 栄一)는 <모
노가타리의 세계>에서 <다케토리 이야기>가 본질적으
로 다섯 귀족의 구혼 난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풍자한 
세태소설로 당시 귀족사회에 대한 작가의 강한 비판이
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자인 마쓰오 사토시(松尾 聰)
는 모노가타리의 창작 시기를 결합해 <다케토리 이야
기>는 사람들이 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고 정의했
다. 그러나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원작과 다르다. 애
니메이션 속 할아버지의 성우인 치이 타케오가 더빙 작
업을 준비하면서 감독과 토론을 했었는데, 다카하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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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가구
야가 어렵게 지구에 왔다가 지구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달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카하타는 학자들의 연구에 얽매이지 않고 가
구야 공주의 이야기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표현했음
을 알 수 있다[1-3].

2. 연구 법위 및 연구 방법 
다카하타 이사오의 작품은 민족적, 문화적 특징을 포

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예술적 특색도 가지고 
있다. 그의 영화에서는 평범한 일반인의 일상생활의 축
소판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주제 배경에서 각 캐릭터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 감독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영화인 <태양의 왕자 호르스의 대모험, 1968>에서 만
들어진 복잡한 개성을 가진 힐다는 이후의 많은 애니메
이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신세기 에반게
리온, 1995>의 나기사 카오루(渚カヲル)의 콧노래를 
부르며 등장하는 첫 장면과 “인간형 사도”의 캐릭터 설
정 등은 모두 힐다의 캐릭터 특성을 계승한 것이다. 이
후 다카하타 이사오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1974>, 
<꼬마숙녀 치에, 1981> 등에서 다양한 성격의 여성 캐
릭터를 만들었으며, <빨간 머리 앤, 1979>에서 점차 성
장하는 여성 캐릭터인 앤을 시도하였다. 다카하타 이사
오는 스웨덴 아동문학가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작품인 <말괄량이 삐삐, 1945>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기획한 적이 있다. 이 기획에서 다카하타 이사오와 스
텝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영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문학을 애니메이션화하여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말괄량이 삐삐>를 원작으로 
하여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떠한 성장 경
험을 필요로 하는가?”와 같은 아동문학의 발달 심리학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 경험
을 통해서 다카하타 이사오는 창작 과정에서 성장과 생
활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빨간 
머리 앤>에서 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의 삶의 전 
과정을 완전히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구야 공주 이야기>에서는 원작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야가 어떻게 아기에서 소녀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성장 경험, 내면 묘사를 추가하였다. <가구야 공주 이야

기>의 주제는 가구야 공주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구야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다. 

“자아”는 심리학 용어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간
관계 및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는 자신의 존재 상태에 
대한 인지를 가리킨다. “자아”는 줄곧 심리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주목받는 주제로서,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William James)는 “자아”의 개념에 대해 "자아는 개
인이 가진 신체, 특성, 능력, 열망, 가정, 일, 재산, 친구 
등의 총체"라고 설명하였고, 그는 이를 경험적 자아
（Me）와 순수한 자아（I）로 구분한다.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는 인격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구
성된다고 생각하였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가구야
의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갓난아이부터 성인이 되기까
지의 성장 단계를 그리고 있으며, 줄거리를 통해 관객
들은 가구야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것과 그녀를 억압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두연(杜娟)은 <다사카타 이사오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 연구>에서 "다사카타 이사오가 만들어 낸 여주
인공들은 대부분 사상과 이념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이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관객과 애니메이션 
작품 간의 정신적 교류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다카하타 
이사오의 애니메이션 속 여주인공에게서 우리는 ‘자아, 
원초아, 초자아’에 대한 추구, 사람과 자연, 생명의 조화
를 추구하는 이념, 여성의 독립 의식의 각성도 엿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페미니즘 사상의 확산과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이 성행하는 현재의 상황
에 착안하여 본고는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가구야 캐릭터
를 주요 대상으로 연구한다. 

“주인공 가구야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캐릭터는 어떤 성격 특징과 자기 방어기제를 구현하고 
있는지?"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캐릭터의 이미지, 성
격, 정체성, 상황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등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정리한다[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10146

II. 이론적 배경

1. 성격 구조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오스트리아

의 심리학자이자 철학가로 그의 주요 저서로는 <꿈의 
해석（Die Traumdeutung，1899）>, <자아와 원초
아（Das Ich und das Es，1923）> 등이 있으며, 프
로이트의 심리학은 첫째, 정신병의 치료 방법과 이론, 
둘째, 인간의 심리 과정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 영역은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이며, 가장 깊은 곳에 신비하고 의
식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생
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성격 구조론은 프로이트
가 무의식층, 전의식층과 의식층으로 나눈 성격 구조를 
말하며, 이 세 층의 특징은 각각 원초아, 자아와 초자아
의 세 가지 체계로 나뉘며, 이 세 가지 체계는 동적 관
계로 서로 결합된다. 원초아는 선천적인 본능으로 개인
의 욕망과 각종 생리적 수요를 포함하며, 자아는 성격 
구조의 중간층에 위치하여 원초아를 조절하는 동시에 
초자아에 의해 제약을 받고 현실 원칙에 따라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조율한다. 초자아는 사회 규범, 윤
리 도덕, 가치관의 내면화로 인한 완전한 자아를 추구
한다[그림 1].

그림 1. 원초아, 자아와 초자아[5]

원초아(Id)는 프로이트가 <자아와 원초아>라는 책에
서 제기한 심리학 용어에서 파생되었다 프로이트는 원
초아는 잠재의식 상태에서의 사상이고 인간의 가장 원
시적인 욕망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무의식적 이데올
로기 사상으로 해석되고 생각을 대표하는 원시적인 절
차로 해석된다. 원초아의 에너지는 “거대한 저수지(the 
great reservoir)”에서 나오며, 오직 원초아만이 타고

난 선천적 인격이며, 이 용어는 프로이트가 게오르그 
그로덱(Georg Groddeck)의 작품을 근거로 하여 구성
한 것이다[6]. 원초아는 성격 구조의 기초로서, 이후의 
자아와 초자아는 원초아를 바탕으로 발달한다. 원초아
는 단지 쾌락 원칙(Pleasure Principle)인 포만감과 성
적 만족, 고통이나 불쾌함의 회피와 같은 개인의 본능
적 욕구만을 추구하며 사회적 규칙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의 영향이 극대화되는 시
기는 원초아 사상이 가장 두드러진 유아기 시기라고 주
장하였다. 이 시기의 개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이 없으며, 사회적 관점에서 원초아가 자신의 의지만 
인식하는 행위는 종종 도덕적 관습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초아와 사회적 현실 사이에 중재자인 자아(Ego)가 출
현한다. 심리학에서 자아라는 개념은 많은 심리학 학파
가 구성한 핵심적 개념으로, 각 학파마다 다르게 이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의식적인 부분을 가리
키고 성격의 심리적 구성 부분을 가리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아는 현실 원칙을 사용해 쾌락 원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따라서 개인은 마음속의 생각
과 개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의 사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아”는 과도한 억압이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과의 공
개적인 갈등도 피해야 한다. 자아는 자신과 자신이 처
한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자아를 성격의 
집행자라고 생각하였다.

초자아(Superego)는 성격 시스템에서 도덕을 전문
적으로 관리하는 사법 부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법칙, 자아 이상 등으로 구성되며 “이상”과 “양심”
의 두 차원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 “이상”에는 자
아 이상과 사회 이상을 포함하며, 이는 자아의 산물로 
사회 외부에 대한 자아의 성향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는 양심이나 잘못에 대한 무의식적인 감정처럼 자아 위
에 군림하며, 마치 사회도덕, 사회적 금욕, 권위 있는 도
덕의 대표자처럼 자아를 통제하고 감독하며, 이러한 요
소들은 인간의 어린 시절에 내면화되고 침전된 결과물
들이다. 인류의 고귀한 이상은 개인에게서 초자아로 인
해 강화되고 초자아는 끊임없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빌
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행
위를 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게 한다. 초자아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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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본능적인 충동을 통제하고 유도하며 자아가 원초
아에 대한 제한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아가 
따르고 준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 원칙이다. 초자아는 
원초아와 마찬가지로 자아에 대한 비판과 견제 작용을 
한다. 또한 초자아는 원초아와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이
며 현실을 왜곡하고 곡해하기도 한다. 초자아는 자아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초자아는 사회화의 산물이자 
문화 전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자, 자아, 초자아의 삼자는 사람의 완전한 성격을 
구성한다. 인간의 모든 심리 활동은 그들 간의 관계에
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아는 영구적으로 존
재하며 초자아와 원초아는 거의 영구적으로 대립한다.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과 모순을 자아가 조절하고 
조율해야 한다. 만약에 개인이 원초아, 초자아, 그리고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초조함을 느낄 때 자아는 방어기
제를 가동하도록 하며, 이를 심리적 방어기제 또는 자
아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방어기제에는 억압, 부인, 퇴
행, 상쇄, 투사, 승화 등이 있다.

2. 자아방어기제
20세기 초에 다른 정신 의학자들은 정신병의 자연 역

사를 주목하였고 그들의 생물학적 요소와 소양의 기초
를 탐구하고 있을 때 프로이트는 심리적 영향과 성격, 
환경 작용의 “정신역동”차원으로 관심을 돌렸다. 정신
장애, 특히 신경증에 대한 대량의 임상 실습 경험을 정
리한 후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 즉 정신 분석 이론을 
제기하였고, 이 이론은 주로 의식의 3단계, 성격 구조
론, 성 심리학의 발달 단계, 초조함과 자기 방어기제, 정
신 분석의 치료 기술의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방어는 자아의 기능으로, 자아는 원초아의 충동을 감
지할 때 예상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초조함을 느끼고 특
정한 전략을 사용하여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며, 이 과
정을 방어, 또는 자아 방어라고 부른다. 방어는 자아가 
충동, 내구력, 욕망, 생각 등의 의식을 쫓게 하며, 주로 
개인의 초조함과 공격성을 유발한다. 방어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는 그것이 작용하고 있
다는 것을 의식하지는 못한다. 방어기제의 작동은 현실 
사건의 일부분을 누락시키거나 왜곡시킬 수도 있다. 심

리적 방어기제는 자기애적 방어기제, 미성숙형 방어기
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방어 유형은 서로 다른 방어
기제에 대응한다. 다음과 같다[7].

표 1. 베일런트(Vaillant), 방어기제의 성숙 위계에 따른 분류
(1971, 1976)[8]

유형 방어기제

자기애적 방어 부정（denial）、망상적 투사（projection）、분리（splitting）

미성숙 방어
동일화（identification）、폐쇄적(분열증적) 환상(Fantasy)、
건강염려증（hypochondriacs）、수동-공격（passive 
aggressive behavior）、행동화（acting out）

신경증적 방어
억압（repression）、퇴행행위(regression)、치환
（displacement）、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고립화
（isolation）、합리화（rationalization）, 취소（undoing）

성숙한 방어 억제（suppression）、보상（compensation）、승화
（sublimation）、이타주의（altruism）、유머（humor）

III. 애니메이션 영화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분석

다카하타 이사오는 일본 미에현 이세시에서 태어나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성장하였다. 프랑스 애니메
이션 영화 <사팔뜨기 폭군(the shepherdess and the 
chiwrey sweep, 1952)>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인연을 
맺었고, 1959년 다카하타 이사오는 도에이(Toei) 애니
메이션에 합류하여 TV 애니메이션 보조를 맡다. 여러 
편의 TV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고, 
1968년 미야자키 하야오, 오츠카 야스오(大塚康生) 등과 
합작하여 애니메이션 모험 영화 <태양의 왕자 호르스의 
대모험, 1968>을 제작한 후 그의 독특한 재능은 점차 관
객들의 인정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반딧불이의 묘, 
1988>,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1994> 등이 있다.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은 2013년에 상영된 <가구야 
공주 이야기>로, 이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는 일본 민
속 이야기인 <다케토리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원작
은 달에서 온 선녀가 '죄'로 인해 인간 세상에 태어나 
깊은 산속의 부부에게 발견돼 키워졌고, 29여 년간 인
간 세상에서 살다 운명에 따라 다시 달로 돌아가는 이
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지브리의 일관적인 셀 애
니메이션을 대신 수채화법을 선택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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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제작 다큐멘터리에서 셀룰
로이드와 옅은 채색 회화 표현에 대해 감독은 "이번에 
꽃과 식물을 많이 그렸고, 포스터물감을 사용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한 느낌보다는, 일종의 인공적이고 화려한 
또 다른 세계의 느낌으로 '진짜'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옅은 채색으로 묘사된 세계를 본 다카
하타 이사오는 "분명히 옅은 채색이지만 매우 진실되어 
보이며, 셀룰로이드 애니메이션보다 더욱 진실하다. 비
록 현실적(reality)이지 않지만 매우 사실적이다"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셀룰로이드 방식이 전달할 수 있는 
실체감에 비해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옅은 채색의 묘
사를 통해 더욱 이야기의 시대감을 반영하였고, 목탄 
연필과 붓으로 그린 선은 캐릭터들의 이미지에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또한 수묵
화의 회화 요소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여백의 기법을 
사용하여 화면에 더욱 예술적 분위기 표현을 더하였다. 
여백의 기법은 회화에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속 여백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눈 깜짝할 사
이에 꿈과 현실의 전환, 인물들의 심오한 의미가 가득
한 대사의 무한한 여운 등 내러티브 속 여백은 관객들
의 끝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평화로운 리듬
의 내러티브는 무의식적으로 관객들의 정서를 동요시
키고, 수묵 회화 장면, 표현력이 가득한 선은 대자연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영화의 선
(禅) 사상의 핵심을 나타내고 작품에 고전미를 더함으
로 전체적으로 풍부한 표의와 상징의 기능을 보여준다. 
이런 화면과 구상이 서로 맞물리며 이 작품만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개봉 이후 미야자키 
감독은 "이 작품이야말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대
표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여주인공 가구야는 전설적
인 여성 캐릭터로 다카하타 감독은 주인공의 시골 생
활, 선계의 추억, 속세에 억압된 세 가지 상황을 묘사함
으로써 현대인의 성장, 꿈, 현실적 상황을 대응하여 그
녀를 생활에 가까운 캐릭터로 만들어 관객들로 하여금 
가구야의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였
다. 본고는 주로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를 연구하지만 
캐릭터 연구는 내러티브 전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
고, 내러티브의 발전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 성장, 사건

에 대한 반응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기수가 <미
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의 서사을 
정리한 방식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캐릭터를 중
심으로 내러티브를 정리하였다[9][10][그림 2].

그림 2.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서사 전개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가구야의 성장 과정에 대해 
매우 디테일한 묘사를 한다. 원작은 10분의 1가량의 편
폭을 사용하여 묘사했을 뿐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거의 러닝 타임의 4분의 1을 할애하여 가구야의 어린 
시절과 성격을 묘사하였다. 감독이 이렇게 장시간을 사
용하여 가구야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관
객들로 하여금 가구야라는 이미지에 대해 더욱 직관적
이고 심도 있는 인지를 갖게 하였다. 영화는 선형적
(linear) 서사 구조에 따라 가구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을 네 부분으로 나
누어 구분하였다.

A, 가구야의 성장: 깊은 산골의 한 할아버지가 이른 
아침 산에 들어가 대나무를 베다가 근처에서 빛이 나는 
대나무 죽순에서 손바닥만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할아버지는 지극 정성으로 그의 공주를 사
랑스럽게 돌보았고, 소녀는 푸르른 환경에서 많은 친구
들과 자유롭게 성장하였고 어린 시절 첫사랑인 스테마
루를 만난다. B,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장': 시간이 지
나 할아버지는 산에서 금과 비단을 발견하고 공주를 귀
족처럼 고귀한 아가씨로 키우기로 결심하며, 정든 마을
을 떠나 수도의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예
상치 못한 '이사'로 인해 가구야는 친구들과 약속을 어
기게 되고, 이후 가구야의 불행에 대한 복선을 마련한
다. 처음에 가구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
지고 사물의 아름다움을 감탄했지만 곧 전통적인 도덕 
예절은 가구야의 본성을 옭아매고 가구야의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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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의 족쇄를 형성했다. C, 구혼자들: 비범하고 미모
가 뛰어난 “가구야”에 대한 소문은 이때부터 장안에 퍼
지게 된다. 가구야는 구혼자들이 봉래산의 백옥 나뭇가
지, 용의 목에 걸린 구슬로 자신을 '체화'하는 행위로 반
격한다. 그러나 구혼자가 자신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구야는 자책감에 빠져 
현실에 대한 격렬한 갈등을 고조시킨다. D, 달로 돌아
왔다: 결국 현실의 갇힌 가구야는 달에게 도움을 청한
다. 전체 영화는 가구야의 “죄와 벌”을 중심으로 전개되
고 그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매우 풍부하
여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

1. 이미지 특징
가구야의 캐릭터 이미지 메이킹은 캐릭터 조형 특징

의 과점에서, 먹으로 선만을 진하게 그리는 백묘 화법을 
사용하여 섬세하고 간결한 캐릭터의 조형을 만들었다. 
쓰지 노부오(辻惟雄)는 <일본 미술사 삽화(History of 
Art in Japan), 2016>에서 "백묘화에 담긴 섬세하고 순
결한 심미 의식은 여성에게 매우 적합하고 그 계보는 현
대의 소녀 만화로 전승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11].

가구야의 캐릭터 이미지 비율은 조화롭고 선이 섬세
하고 아름답다. 애니메이션은 대량의 스케치 라인을 통
해 그녀의 얼굴 특징을 유연하게 묘사하였고, 사물의 
수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관객들의 주의를 가구야의 표
정에 집중시키고 동양 미학의 “전신(传神)”의 심미적 추
구를 달성하며,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신선하고 풋풋하
며 용모가 뛰어난 가구야의 외모적 특징을 나타냈다. 
캐릭터 디자이너 다나베 오사무(田辺修)와의 인터뷰에
서 다나베 오사무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에서 캐릭터 
디자인은 현대의 관객들의 심미적 수요를 더욱 고려하
였고, 현대적 심미와 비교적 부합되는 귀여운 여성 이
미지를 디자인하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구야의 생
동감 있는 두 눈동자, 가늘고 긴 눈썹, 계란형의 얼굴 
등은 헤이안 시대의 여성 이미지는 아니다[12].

그러나 영화 전체에 걸쳐 가구야의 이미지에 대한 묘
사는 섬세하고 깨끗한 선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굵
기의 선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표현은 붓그림의 효과
와 비슷하고 민첩한 느낌을 가진다. 이러한 선의 사용

은 캐릭터의 신체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가구야가 스테마루와 함께 세상을 자
유롭게 유람할 때, 선은 가늘고 매끄러워 둘의 우아한 
자태와 쾌활한 분위기를 드러냈고. 가구야가 도망칠 때
는 거칠고 짙은 비뚤어진 선을 통해 가구야의 이목구비
를 변형시켜 가구야의 분노에 찬 심경, 슬픈 정서를 나
타냈다. 가구야가 달로 돌아왔을 때 신과 부처로 구성
된 의장대의 선은 얕고 가벼운 경향을 가지고 있어 신
과 불계의 무자비함과 욕망이 없음을 암시하였고, 선종
의 공적하고 유현한 정신적 추구와 조화를 이룬다. 작
품 속 가구야의 옷차림 색채 선택을 잘 차렸다. 필자는 
가구야의 시기별 옷차림 이미지와 성격을 정리한다.

다음과 같다.

표 2. 이미지와 성격 구성
단계 이미지 성격

어린 시절 연한 노랑 색 원피스; 
헝클어진 단발머리

여리다, 생명력이 가득
차다

수도로 이사하다
흰 상의와 붉은 바지/
분홍색 겉옷, 빨강 속
옷; 머리를 묶다

솔직하고 발랄하며 얽
매이지 않는 성격

아키타에게 이름을 얻다 연청색 겉옷, 분홍색, 
빨강 속옷; 머리를 묶다

파란색은 냉철하고 자
율적이라는 의미와 억
압적인 느낌으로, 발랄
한 가구야가 규칙을 받
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름을 붙이는 잔치 흰색 무늬의 쥬니히토
에, 어여머리

무거운 옷은 압박과 속
박을 상징한다

달밤의 탈출
쥬니히토에는 흩어지고, 
흰 상의와 붉은 치마만 
남았다; 헝클어진 머리

굴레를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다

구혼자들 만나다 초록색 겉옷, 귤색 속
옷; 머리를 묶다

초록색은 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음의 평온을 의미하
며, 봄이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

벚꽃놀이
흰 상의와 붉은 치마/
분홍색 겉옷, 빨강 속
옷；산발

순수한 개성, 봄이 되
어 환해진 마음

재회 구혼자들

분홍색 겉옷, 페리윙클 
블루색 속옷/분홍색 쥬
니히토에/분홍색 겉옷, 
연한 남색 속옷；산발

속옷이 붉은색에서 한
색으로 바뀐 것은 가구
야의 성격이 성숙해지
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우울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테마루의 꿈 분홍색 겉옷, 빨강 속
옷; 산발

가장 진실한 자세로 명
귀한 옷을 벗고 자유 
속에서 날고 있다

달로 돌아가다 분홍색 흰색 쥬니히토
에; 산발

과거에 입었던 옷을 거
의 다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대한 그녀의 모
든 추억이다. 기쁘거나 
근심스럽거나 모두 그
녀가 소중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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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꿈에서 "원초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야는 정서에서 따라 서

로 다른 이미지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정
신 역동 이론과 자기 방어기제를 결합하여 주인공의 내
면을 표현한 장면을 분석한다.

2.1 충동적 호기심
영화 초반부에서 가구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끼 

멧돼지를 보고 경계심 없이 직접 다가가서 만진 행위는 
“원초아”의 무의식적 사고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또는 
가구야는 친구들과 숲에서 놀다가 지쳤을 때, 친구 A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말하였고, 모두들 밭에 있는 참외
를 쳐다보더니 친구는 “그거 알어? 그 참외 맛있는데”
라고 말한다.

가구야는 "그래?"라고 말을 마치자 스테마루의 만류
에도 불구하고 참외를 가지러 가기 위해 비탈길을 미끄
러져 내려가며, 앞에 어르신이 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
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이
때의 가구야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임을 깨닫지 못한다. 단지 자연스레 친
구가 “목이 마르다”는 욕망과 “참외가 맛있다”는 말은 
순수한 호기심을 생성하였고, 이런 호기심을 행동에 옮
기는 것이 “원초아”의 충동적 표현이었다. 이런 간단한 
행동을 통해 당시의 가구야의 성장은 미성숙 단계로, 
자기 구속력이 없는 순수한 원초아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3].

그림 3.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1-2

2.2 억압으로의 탈출
“원초아”에서 나오는 행동은 마음이 미성숙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장한 이후의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구야 공주라는 이름을 붙이는 잔치에서 가
구야는 외부 손님의 무례한 말을 듣고 억압적인 정서를 
느끼며, 화를 내며 방을 뛰쳐나간다. 달빛 아래에서 달

리면서 그녀를 묶고 있던 “의례”를 상징하던 쥬니히토
에 하나씩 벗어 던진다. 화면에서 가구야의 분노와 저
항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는 
"거친" 회화 기법을 시뮬레이션하였고 날카로운 선을 
통해 시각화되었다. 이 장면은 영화 전체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로, 비록 꿈일 뿐
이지만 손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가구야의 묵묵한 저
항과 새장 같은 대저택에서의 삶에 대한 저항이며, 자
유에 대한 열망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구야
의 행동이다[그림 4].

그림 4.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3-4

2.3 방출의 비상
영화 속 감정 기복이 심한 또 다른 장면은 영화 후반

부에 등장한다. 스테마루의 환상을 통해 가구야는 스테
마루에게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어렸을 때
처럼 자유롭게 놀며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느끼며, 이
러한 감정들을 행동에 옮긴다. 가구야는 다시 무거운 
옷차림을 벗고 스테마루와 꽃과 나무 속을 뛰어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 사이를 여행한다. 넘실거
리는 치맛자락과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가구야의 행복
해하고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자연과 
하늘을 갈망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동경하는 가구야의 
초자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낸다[그림 5].

그림 5.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5-6

3. 현실에는 "초자아“
원래의 숲에서 탈출할 때 숯을 피우고 있는 노인의 "

곧 봄이 온다"라는 말에 가구야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
하였고, 꿈속에서 깨어나 도덕과 예절을 받아들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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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눈썹을 뽑고 이를 검게 염색하였고, 가구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3.1 기다림의 억압
잔치를 탈출하는 공주의 꿈속에서 공주는 원래 자신

이 살던 숲으로 도망간다. 옛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전의 울창한 푸른 잎과 꽃들을 보지 못한다. 대신 홀
로 숲에서 숯을 피우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노인과의 
대화에서 그녀에게 "이 산은 죽지 않았다" 는 것을 알게 
되고, 노인은 가구야에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나뭇가
지를 보여주며 "나무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로 돌아온 공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시 시대의 눈썹을 깎고 이빨로 염색하는 도덕적 예절
을 받아들였고, 혼자서 조용히 예의를 익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자아는 사회화의 산물로 전통 문
화의 매개체이다." 꿈에서 깨어난 공주는”인내심을 가
지고 조용히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대감”을 가
지고 초자아의 “감독”하에서 가구야가 고귀한 지위의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제약
한다[그림 6].

그림 6.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7-8

3.2 아버지의 바람
앞서 정리한 C의 줄거리에서 공주는 일면식도 없는 

구혼자들을 모두 거절하지만 "아버님이 이것 때문에 마
음이 상할 것”이라는 사가미의 말을 들은 후에, 가구야
는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다섯 명의 고관 
귀인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비록 이후에 구혼자들에
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만 가구야가 아버지를 생
각하며 자신을 제약하는 모습 역시 초자아의 표현이다.

아버지의 기대와 도그마의 제약으로 가구야는 조용
한 인내를 하며 묵묵히 자신이 사랑하는 새와 벌레, 초

목화를 마음속에 숨긴다. 벚꽃이 만개하고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가구야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
람들이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스테마루를 피하게 된다. 이때 가구야는 다른 사
람이 보기에 자신이 더 이상 산속의 대나무가 아니라 
가구야 공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깨달은 가구
야는 신분과 아버지의 기대에 억눌리며, 저택 한 귀퉁
이에서 어머니와 함께 천을 짜서 꽃을 심으며, 짧은 탈
출 속에서 자신의 위안을 얻는다[그림 7].

그림 7.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9

4. 꿈과 현실의 균형하는 "자아“
4.1 보상적 행위
경축연을 연 후 가구야가 유명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선물을 보냈고, 그중 새장에 갇힌 새 한 마리가 
가구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구야는 결국 새장을 열
어 새를 하늘로 돌려보낸다. 이는 자기방어 중의 보상 
기제에 속한다. 새장 속의 새를 방출하며 자신도 자유
롭게 시골을 유람할 수 있기를 갈망하지만, 그녀는 현
실의 속박으로 인해 서글픈 표정만을 지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 보상으로 가구야는 저택 한 귀퉁이에 어머니
와 함께 자신만의 작은 화원을 꾸미고, 화원을 마치 옛
날의 시골에 살았던 모습으로 꾸민다[그림 8].

그림 8.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10-11

4.2 새, 곤충, 동물과 식물, 꽃
끝없는 인내 속에서 살아가는 가구야도 마음속으로

는 여전히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고 있다. A줄거리의 동
요의 “새, 곤충, 동물과 푸른 풀과 나무와 꽃”은 전체 애
니메이션을 관통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노래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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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 규칙이다. 만물은 발아, 성장, 성숙과 결실, 시
들고 쇠락함을 겪는다. 사람도 탄생과 성장하고 죽음을 
경험한다. 이 동시에 새, 곤충, 동물과 식물 꽃도 가구야
가 처음 인간 세상에 왔을 때의 욕구이자 마지막 이별
에 대한 그리움이다. 애니메이션에서 가구야는 다섯 명
의 구혼자와의 만남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엄격한 요
구 사항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도 가구야 자신
의 마음속의 진실한 내면의 추구에 해당한다.

제비의 조개껍질은 새, 용의 목에 걸린 구슬은 곤충, 
불쥐의 가죽은 동물에 대응하고, 봉래산의 백옥 나뭇가
지는 풀과 나무에 대응하며, 이시츠쿠리 황자가 부처님 
앞에 있는 돌그릇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꽃은 꽃에 
대응한다. 이후의 줄거리에서 여러 명의 구혼자들은 계
속해서 혼담을 위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가구야를 찾았
고, 이들 중 일부는 모조품을 들고 왔으며, 일부는 중간
에 물러서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이시츠쿠리 황자는 연꽃 한 송이를 가져와 
"공주를 위해 마음속에서 바라고있는 것과 공주가 원하
는 것은 희귀한 보물이 아니라 이 꽃”이라고 말한다. 공
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며, "자신과 함
께 답답한 수도를 떠나 미지의 곳으로 가자”고 말한다. 
이것이야 말로 의심할 여지없이 가구야의 마음속에서 
줄곧 기다렸던 삶이 틀림없다. 새장 같은 저택에서 멀
리 떨어져 무거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시츠쿠리 황자에게 쫓겨났던 본처 아내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였고, 상처받은 가구야는 갈등의 소용
돌이에 휩싸여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꾸민 정원도 거짓이며 자신이 바라던 봄은 다시 돌아오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제의 무례한 행동에 가구야는 철저히 각성하여 달
에게 구원을 청하고 달이 자신을 데려가기를 빈다. 영
화의 말미에 가구야는 깃털을 걸치고 있지만 여전히 푸
른 지구를 그리워하며 바라본다[그림 9].

그림 9. <가구야 공주 이야기> cut12-13

IV. 결 론

성장은 모순이다. 예를 들어 가구야는 항상 대립적인 
내적 투쟁과 함께 자아를 표현하고 계속 성장한다. 애
니메이션의 말미에 가구야는 자신의 추구를 성공적으
로 실현하지 못했지만 가구야의 성장, 행동과 내면의 
투쟁을 통해 자아의 내면 추구를 체득한다. 다카하타 
이사오는 다양한 시대의 사회 문제와 사회 형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의 사상을 작품 속의 여성 주인공으로 
농축시켰다. 작품은 강렬한 극적 갈등을 통해 줄거리의 
발전을 추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캐릭터에 대한 
생동감 있고 섬세한 묘사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단계의 
심리 과정, 인생 선택을 묘사하며 주인공들로 하여금 
평범한 생활에서 자아를 깨닫고 자유를 추구하며 자연
을 동경하게 한다.

다카하타 감독의 영화들은 헤이안 시대의 <가구야 공
주 이야기>, 쇼와 시대를 그린 <추억은 방울방울>, 헤이
세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이웃집 야마다군>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대적 배경
을 다룬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의 여성적 지위는 모
두 작품이 설정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에서 전통 예절을 철저히 지키는 
사가미 등 여성 조연의 돋보임으로 가구야의 독립적인 
자아의식의 각성의 가치와 일본 고대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감독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꿈과 현실에 대한 연구에서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그의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작품은 관객에게 자아를 추구하고 꿈을 
좇는 인물이 결국 운명의 제약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이
루지 못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만, 동시에 캐릭터가 성장함에 따른 소소한 아름다움이 
있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며 분출하
는 정서도 있다.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보
통 사람들의 일상이며, 방종이든 자기 구속이든 장애물
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속 욕망을 
쫓고 있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그는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수준의 높이에 만족하지 않고 섬세한 묘사를 통
해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성장의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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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생활의 아름다움과 세속적인 시선에 대한 비난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문적 배려가 가득한 감성은 관객들
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야기의 기
복과 함께 줄거리의 발전을 추진하는 대량적인 일본 애
니메이션 영화에서 다카하타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평
범한 삶을 묘사하며 명작을 창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1] C. Lin, “The Theme of The Tale of the Bamboo 
Cutter,” Youth Literator, Vol.10, No.3 p.46, 2014.

[2] 三谷 栄一, 物語文学の世界, 有精堂, 1975.
[3] 松尾 聰, 評注 竹取物語全釈, 武蔵野書院, 1961.
[4] D. Juan, Isao takahata animation film study of 

female characters, Hebei University, p.12, 2019.
[5] http://www.simplypsychology.org/psyche.html
[6] S. Freud, Das Ich und das Es, Internationaler 

Psycho- Analytischer Verlag (Vienna), W. W. 
Norton & Company, 1923.

[7] 김정욱, “방어기제 성숙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
15권, 제4호, p.748, 2003.

[8] 양세혁, “<쿵푸팬더>, <업>, <겨울왕국> 캐릭터의정신역
동적 성장 구조 -욕망 왜곡의 변인으로서 방어기제를 중
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제14권, 제4호, p.154, 2015.

[9] C. Y. Di, “Analysis of the shaping and evolution 
of female characters in animation,” Home 
Drama, Vol.25, No.31, pp.160-161, 2021.

[10] 박기수,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
략, 논형, 2018. 

[11] T. Nobuo, History of Art in Japan, Translated 
by C. Dunda, W. Liming,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16.

[12] T. Suzuki, The Art of The Tale of The Princess 
Kaguya[M], Tokuma Shoten Publishing Co., Ltd, 2014.

저 자 소 개

관 이 핑(Yiping Guan)                     정회원
▪2016년 7월 : 동서대학교 디지털콘

텐츠학부(공학사)
▪2018년 9월 : 중앙대학교 영상학과

(제작석사)
▪2020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영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제작, 영화

장 욱 상(Wook-Sang Chang)               정회원
▪1999년 : 오하이오 주립대학교(Art 

&Technology/ACCAD 제작석사)
▪1999년 ~ 2001년 : 20세기 폭스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2001년 ~ 2003년 : 드림웍스
▪2003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첨단

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3D 애니메이션(3D Animation), 가상현실(V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