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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중국의 전통민족 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 저력은 전지 애니메이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

국 전통 문화를 전지 애니메이션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이미 오늘날 중국 전통 애니메이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통 

문화에 대한 학습과 중국 문화와 민간 예술 연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예술 디자인을 진행해야만 중국 문화의 특성을 갖춘 애

니메이션 영화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문화 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 디

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키워드: 전지 애니메이션, 민간예술, 캐릭터 디자인, 중국문화

I. 서론 - 중국 전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 구현된 민족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1. 전지(剪纸) 애니메이션 스타일

  중국 애니메이션은 독특하고 선명한 예술 스타일로 세

계 애니메이션에서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애니

메이션 작품의 스타일 차이는 작품 소재 및 재료의 차이

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의 전지(剪纸) 애니메이션의 

관절종이 인형의 제작 방식은 인물 형상을 보다 더 깔끔

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1]. 

이  외에도 배경 장면에 장식성을 더해주는 동시에 등장 

인물을 보다 더 우아한 스타일로 재 탄생시켜 주었다. 여

기에 전통 음악이 더해져 중국만의 민족적인 정취와 특

색이 담긴 애니메이션 작품이 탄생되었다.

1.1 인물 조형의 우아함과 정취

  극중 인물, 즉 캐릭터 조형은 형체, 색채, 선 등과 같

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캐릭터의 체형 및 색채의 차

가움 또는 따뜻함과 같은 관계,선의 굵기나 형태 등과 같

은 요소들은 모두 이미지의 특징을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지(剪纸) 애니메이션 속 "전(剪), 각(刻)"

의 제작 공예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태와 

이미지를 더욱 깔끔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과장되게 표현

해주는 동시에 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가치를 중점적

으로 표현해내는 역할을 한다. 중국 전지(剪纸) 애니메이

션의 조형은 초창기의 전지윤곽(剪纸轮廓)의 형태에서 

중기의 전지랍모(剪纸拉毛)의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오

늘날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조형적 특징을 갖추고 있

다.  

（1）과장성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은 자연 속 사물을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 예술가들이 실제 인물을 과장

된 형태로 변형하고 상상력을 더해 창작해 내는 형상부

호의 일종이다. 인물의 과장된 형상은 조형의 개성적 특

징과 동태적 표현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전지(剪

纸)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서 조형적 처리는 애니

메이션의 특징인 과장성에 따라 작품 소재에 적합한 처

리를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수한 경우 작

품 속 일정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그 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기도 한

다. 전지(剪纸) 애니메이션 <사냥꾼을 잡은 여우(狐狸打

猎人)>를 예로 들어보자. 한메이린(韩美林)은 악역 캐릭

터의 얼굴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거꾸로 솟아 있

는 눈썹에 멍한 눈빛, 깊게 파인 팔자주름은 수심이 가득

해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사냥꾼의 표정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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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애니메이션 <사냥꾼을 잡은 여우>

  여우 캐릭터 또한 의인화된 과장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늘게 뜬 눈, 얇은 입술은 교활하고 꾀가 많은 여

우의 본색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 눈 여겨 볼만 

한 것은 뒤에서 여우가 사람처럼 직립 보행을 하고 손에 

총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여우 캐릭터의 

비율을 수정하고 관절 부위에 변형 처리를 했다는 점이

다. 

（2）희극성

  역사적으로 희곡은 선명한 민족적 특색과 독특한 예술

적 매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참고 대상은 매우 필

수적이다. 희곡 예술 속 인물은 특정한 신분 및 지위에 

따라 전문적으로 각 인물에게 맞는 얼굴 이미지, 복장 특

징 및 동작 형태를 갖추게 된다. 희곡에서 활용되는 가면

은 인물의 성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그려낸 소품이고, 인

물의 의상은 해당 인물의 신분과 지위를 직접적으로 나

타내는 소재이다. 대부분의 중국 전통 전지(剪纸) 애니메

이션 작품에서는 중국 희곡 예술의 형식적 특징과 공연 

연출의 특징을 참고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면의 “형태”와 

“색”은 인물의 성격적 특징과 정신적인 기질을 표현하고 

있다. 정(净)과 추(丑) 역의 가면의 과장되게 표현된 도

안은 강렬한 장식성과 비난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2]. 

<픽시 잇츠 워터멜론(猪八戒吃西瓜)>에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캐릭터, 손오공을 예로 들어보자. 손오공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한 색상은 흰색이다. 이 위에 거꾸로 뒤집

은 붉은색 하트 모양의 눈 형태는 경극에 등장하는 배역

인정(净)의 오화안(五花脸)을 본 따 만든 것이다. 이는 

손오공의 형상이 중국 전통 희곡 가면을 참고하여 디자

인 된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팔백편자(八百鞭子)>에 등

장하는 부자류헤이톈(刘黑天)의 형상은 중국 전통 희곡

에 등장하는 배역인 추(丑)의 특징인 흰 얼굴을 본 따 만

든 것이다. 류헤이톈(刘黑天)과 추(丑)의 형상을 살펴보

면 싱크로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픽시 잇츠 워터멜론> <팔백편자(八百鞭子)>

  이러한 희곡화 연출의 특징은 당시 전지(剪纸) 애니메

이션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통 애니메이션의 민족화 탐색

을 추동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경극의 장

중하고 화려한 의상 무늬, 허리에 찬 허리띠, 두껍고 낮

은 신발과 옷소매는 모두 인물의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

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지(剪纸) 애니메이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지(剪纸) 애니메이션

의 캐릭터 디자인에서 객관적인 사물을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는 과장성과 선명한 중국의 특색이 담긴 희극성의 

세 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

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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