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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 당시, 사람들이 위구르족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

다. 하지만, 위구르족 전통 소재인 아반티 인형과 애니메

이션 매체가 결합하여 제작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아

반티 이야기, 1979>를 통해 위구르족 민족 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국인에게 심어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극중 위

구르족의 민족의상이 어떻게 봉제 인형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고, 민족문화를 드러내는지 사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첫째, 봉제 인

형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디자인과 실제 위구르족의 의

상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둘째, 위구르족 의상 특징을 

바탕으로 <아반티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반티 애니메이

션 캐릭터의 의상 특징을 분석한다.

1. 봉제 인형 애니메이션과 현실적인 위구르족의 

의상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1.1 봉제 인형 애니메이션

  봉제 인형 애니메이션은 천이나 면화 등의 소재로 애

니메이션 촬영 모형을 제작한 후, 스탑 모션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모형의 변화하는 동작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에 상응하는 독백이나 음향을 입혀 제작하는 애니메이

션 형식이다. 봉제 인형 애니메이션은 정교한 봉제 모델

을 활용하여 실제로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으로, 화면 속 인물은 모두 입체감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봉제 인형 애니메이션은 실제 공간에서 제

작되는 작품으로, 소재 자체의 질감과 무늬가 캐릭터를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며, 의상의 질감과 특징 또한 

생생하게 표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봉제 인형

이라는 형식을 애니메이션에 결합하면 위구르족 전통 의

상의 특징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보다 생생하게 표현해

낼 수 있다.

1.2 위구르족의 의상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관의 문화(宽衣文化) 체계는 중국 고대 한족의 전형적

인 의상 스타일로, 넓고 풍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

구르족 의상의 직선 재단 형식은 한족 의상의 넓고 풍만

한 의상 스타일을 본 딴 것으로, 반목, 둥근 소매 등 위

구르족 전통 의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존여비” 사

상이 팽배했던 청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의상 문

화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청나라의 장식 

패턴은 대부분 소매, 옷깃, 웃옷의 가랑이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위구르족 의상 또한 이러한 청나

라 스타일의 특징을 흡수한 형태로 발전했다. 위구르족

의 꽃 모자 또한 한족 의상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흡수하였으며, 민족 예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위구르족 사람들이 신는 전통 신발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주로 긴 가죽 장화, 가죽 장화, 장화 등등이 있

으며, 신발의 끝부분은 보통 뾰족한 모서리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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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중국은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수 민족문화는 애니메이션 창작 분야에서 무궁무진

한 작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위구르족의 민간소재를 바탕으로 제작 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 <아반티 이야기, 

1979>는 위구르족의 문화와 전통을 잘 표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된 <아반티 이야기, 

1979>에서 어떻게 위구르족의 문화와 전통 의상을 표현하고 중국문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문화원형을 어떻게 현대적으

로 해석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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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아반티 이야기, 1979>

  <아반티 이야기,1979>는 개혁 개방 초기였던 1979년

에 제작된 작품이다. 아반티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현실

적인 위구르족의 의상을 기준으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아

반티의 모자, 외투, 신발에 대한 특징을 분석했다.

2.1 아반티의 의상 분석

  아반티의 머리에 "히잡"을 두르고 옆으로 늘어뜨렸으

며, 타끼야를 쓰고 있다. 사실 "히잡"은 아래로 늘어뜨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반티가 쓴 모자는 변형의 기법

을 통해 아래로 늘어뜨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했다. 아

래로 흩날리는 히잡과 타끼야가 결합되어 위구르인의 독

특한 민족적 특색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반티의 

자유롭고 대범한 성격도 표현하고 있다. 

▶▶ 그림 1. 아반티 캐릭터의 모자와 복장 

  그리고 아반티의 챠판 장포는 깃이 없고 단추가 없는 

디자인으로, 무릎을 덮는 기장에 무늬가 없는 흰색 옷이

다. 허리띠의 경우 식물 꽃무늬의 파란색 허리띠를 차고 

있다. 실제 챠판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길이에, 옷깃이 

없고, 단추가 없고, 옷깃이 겹치며, 허리띠를 매는 형태

의 의상이다. 챠판은 채색된 줄무늬와 날염된 허리띠, 자

수가 특징적이다. 그 중 흰색 챠판은 식물 꽃무늬와 조화

를 이루며 위구르족의 이슬람교 신앙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서리가 위를 향하는 까만색 가죽 

장화가 있다. 이 장화는 극중 캐릭터의 유머러스한 성격

을 나타내고 있다. 위구르 전통 신발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주로 긴 가죽 장화, 가죽 장화, 장화 등등이 있

으며, 신발의 끝 부분이 보통 뾰족한 모서리 모양이다.

 

   ▶▶ 그림  2. 아반티의 복장

2.2 소기결론

표 1. 아반티는  표현한 위구르족 전통 의상의 특징

에 대한 분석 결과

분류
아반티의 

의상
현실적인 

의상
 디자인 특성

모자

-공통점: 타끼야에 
히잡을 두름
-변형: 히잡이 
측면에 드리움

외투
-공통점: 식물 
꽃무늬, 줄무늬

-변형: 없음

가죽 
장화

-공통점: 가죽 장화, 
고무덧신

-변형: 신발 끝이 
날카롭고 위를 

향함 

3. 결론
  

  중국은 다양한 소수 민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각 

민족은 저마다 독특한 민족적 특징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는 극중에 등장하는 소수 민족 위구르족

의 감정을 매우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속

에 존재하는 현저한 문화적 차이는 쉽게 관객들의 공감

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도리어 물극필반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다수 중국인에게 위구

르족의 문화와 풍습, 전통이 애니메이션 매체를 통해 전

달됨으로써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반티 이야기, 1979>는 위구르족의 전통과 

소수민족의 특성이 중국내에 문화적으로 알려지고 소통

하는데 큰 매개체가 되었다. 이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

르와 형식이 갖는 대중적 특성이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이

해와 전파 그리고, 상호이해에 기여했다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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