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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개
봉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1976년 76만 관객을 동원한 <로보트 태권 
V> 이후 200만 관객 동원이라는 새로운 흥행 기록을 달성하며 기획력과 
시나리오 부재, 하청 중심의 제작환경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성공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흥행 성공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간의 산업적 분업이 있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위해 여러 매체의 자료들과 <마당을 나온 암탉>의 김선구 프로듀서의 심
층 인터뷰를 행했다. 분석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
었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과 분석으로 논문의 본론을 구성하였
다.

  1.제작 방식은 상업영화와 같이 철저한 기획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
되었다는 것, 2.제작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세부 전공에 따라 분업화된 
업무 분담이 있었다는 것, 3.투자자의 성격에 따른 순차적 자본의 유치
가 가능했던 점, 4. 롯데, CJ 같은 배급사를 통한 대규모 스크린 수를 
확보하는 배급망이 구축됐던 점, 5.영화와 애니메이션 두 분야를 조율하
는 프로듀서가 있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
해 산업적 측면과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다. 산업적 측면에서
는 투자 배급 라인을 가진 영화산업과의 과도기적 협업 혹은 연대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기획, 투자, 배급, 마케팅과 같은 산업적 접근은 실사 
영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성공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인력양성의 측면에서는 대학교육의 커리큘럼 제고를 제안
하였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니메이션 업계 내부
에서 재능과 열정이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애니메이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와 애니

메이션의 연대, 산업적 접근, 커리큘럼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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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의 대두는 하나의 큰 흐름을 이

루고 있다. 이미 우리 모두 <아바타>에서 목도했듯이, 컴퓨터그

래픽의 발달은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혼융시키고 결합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1) 디즈니는 물론 드림웍스와 픽사를 

위시한 유수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 뿐 아니라 유니버설 영화

사나 소니 픽쳐스 같은 영화 제작사들이 다양한 장편 애니메이션

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2)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는 

영화 스튜디오는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은 모두 3D

와 CG로 달려가며 장편 애니메이션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의 상

황을 보자면, 현재 북미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극장용 영상산

업의 40%, 일본은 20%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은 0.3%밖에 되지 

않는다. 왜 높은 작화 수준과 고도의 CG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그 

동안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성공하지 못해왔던가? 

또한 영화의 유형과 내용이 극장 조건을 규정하는 시대로 접어

들면서 3D 스크린이 빠르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이 영

상산업 전반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미국 

영화사들이 장편 애니메이션을 쏟아내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는 조건들은 확대되어 가는

데 그러한 수요를 감당할 국내 소프트웨어들은 태부족이다. 우리

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당을 나온 암탉>(2011년, 오성윤 감독)이 2백만 관객을 동

원하면서 <로보트 태권 V>(1976년, 김청기 감독)가 가지고 있던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무려 35년 만에 갈아치웠

다.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기획력 부재, 제작 투자의 미비, 배

급의 문제를 모두 지적했지만 늘 문제는 문제로 남아 성공한 모

* 이 논문은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의 2011년 하반기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을 기초로 수정, 발전시킨 것임.

1) 스티븐 스필버그와 손잡은 <반지의 제왕>의 감독 피터 잭슨은 3D 입체 애니메

이션 <틴틴>을 만들었다. 2011년 12월 개봉.  

2) 2010년 유니버설 영화사는 <슈퍼배드>를 내놓았고, 영국의 아드만 스튜디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니 픽쳐스는 올 겨울을 겨냥한 <아더 크리스마스>를 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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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여름 개봉한 <마당을 나

온 암탉>의 산업적 성공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글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사 영화의 투자, 제작 시스템을 접목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기술

력과 테크닉에서 뒤지지 않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적극적으로 활

로를 찾고 그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의 바람이다. 그 염원을 담아 글을 시작하기로 한다.

      

Ⅱ. 고질적 문제의 극복 : 하청과 표절시비에서 벗어나기

  

그렇다면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와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

자면,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하

청과 표절시비에서 벗어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의 

결과 하청과 표절에 관련된 많은 부분은 극복이 되었으나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 장의 요지이

다.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은 1967년 신동헌 감독의 <홍길동>의 개

봉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다. 이후 속편들이 제작되었지만 큰 성공

을 거둔 것은 없었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황금박쥐>, <요괴인간>

과 같은 하청의 역사가 시작됨에 따라 기술력은 발전하였으나 기

획력이나 창의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들을 벗어날 수 없는 구

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1976년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 

V>가 제작되고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희망이 된다.3)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 한 점이 눈에 띈

다. <로보트 태권 V>의 제작을 한 영화사가 <오발탄>을 만든 유

현목 감독이 대표로 있던 ‘유프로덕션’이란 점이다. 물론 당시 

유프로덕션이 어린이용 만화영화를 만들었던 정황은 실사 영화의 

3) 1976년 한국영화 서울개봉관 관객동원 베스트5는 1. <사랑의 스잔나>(17만1

천), 2. <로보트 태권 V>(11만9천), 3. <여자들만 하는 거리>(7만8천), 4. 

<푸른 교실>(6만8천), 5. <진짜 진짜 잊지마>(6만6천)였다. 영화진흥공사,

『77’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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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부진을 타파하고 유신체제 하의 엄했던 검열을 피해가려

는 의도였지만 유프로덕션이 장편 극영화 제작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던 영화 제작사였다는 점은 <로보트 태권 V>의 흥행 성공

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 애니메이션과 달리 

장편 애니메이션들은 실사 영화들과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분명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글이 <마당을 나온 암탉>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작품의 질적인 측면을 넘어 영화제작과 투자 메커니즘

과 배급의 구조를 아는 것이 장편 영화의 성공에 있어 중요 요인

이라는 점 때문이다. 표절의 문제에 있어 <로보트 태권 V> 또한 

자유롭지 못했으나 로봇이 태권도를 한다는 점이나 속편들이 만

들어지면서 퇴색되긴 하였지만 태권 브이의 이미지에 있어 일본

색을 벗어나려는 최초의 의도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렇게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은 하청과 표절 시비를 아주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로보트 태권 V> 이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겨냥한 태권브이 

시리즈들은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76년 겨울에 <로보트 태권 V-우

주작전>, 77년 7월에 <로보트 태권 V-수중특공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황당무계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폭력적으로 보여준다며 언

론들의 비판을 받고 태권 V시리즈는 중단된다. 당시 한국 영화계

는 검열에 걸리지 않는 아동물과 얄개 시리즈인 하이틴물이 주류

를 이루었고 70년대 후반에는 정치적 색채가 전혀 없는 호스테스

물이 인기를 끌었다. 아동물의 황금기라 불리는 1977-79년 사이

의 작품들은 정치적 검열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린이의 정

서함양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때 아동물은 <영광의 9회말>, <엄

마 없는 하늘 아래>, <별 3형제>, <사랑의 나그네>, <슬픔이 파

도를 넘을 때>, <어딘가에 엄마가>, <비둘기들의 합창>, <하늘 

아래 슬픔이>와 같은 신파에 기반한 퇴행적 멜로드라마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이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당시 언론들이 이구동

성으로 우려했던 어린이 정서 함양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당

시 어린이들이 <로보트 태권 V>에 열광했던 이유는 어른들이 원

하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서보다는 어린이들의 눈높이

에 맞는 오락성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어른들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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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종적이고 슬픈 정서보다는 아이들만의 즐겁고 유쾌한 감성

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산 <마징거 Z>와 같은  

TV시리즈물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로봇이 나와 악

당에 맞서고 가족과 국가 나아가 우주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잃어

버린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이었다.4) <마

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이미 100만부 이상이 팔린 동화를 원작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연령층의 관객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로보트 

태권 V>의 표절 논의는 또 다른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다.5) 

1982년 캐릭터 도용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녔지만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는 <슈퍼 태권 V>, 상대적으로 흥행에 실패하는 1984년 

<84 로보트 태권 V>, 1990년 실사와 합성되었으나 흥행에 참패하

는 <로보트 태권 V 90>이 있다. 그리고 외전 격으로 <로보트 태

권 V와 황금날개의 대결>, <우주전함 거북선> 등이 존재한다.6)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의 부재와 함께 TV에서 총천연색 화

면을 볼 수 있게 되고 비디오가 보급되면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

이션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는 일

본서 수입되는 TV애니메이션들로 대체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악

화일로를 걷게 된다.7) 심지어 허인욱은 일본산 애니메이션을 미

4) 로봇 메커닉 장르의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자아 이미지(self-image)의 형

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힘이 약한 어린이가 강철의 로봇에 올라타 우주적인 

적을 물리친다는 설정은 다른 의미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함께 악이 

물리쳐진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어린

이들이 폭력을 연습하고 배운다기보다는 권선징악의 더 좋은 덕목을 로봇 메

커닉 장르에서 배운다고 하는 편이 이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일 터이다. 이

와 관련한 논문으로 김윤아,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진화’에 관한 연구: 

몬스터 애니메이션 <포켓 몬스터>와 <디지몬>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통권 18호(2010), pp.37-56와「몸바꾸기 장르 애니메이션 

연구-합체, 변신, 진화의 장르 관습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15호(2010), 

pp.171-204를 참고할 것.      

5)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의 저자 허인욱도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태권V의 경우 4탄부터는 캐릭터의 도용이나 표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지만 <로보트 태권 V>는 태권V만의 독특함이 더 많이 묻어나는 작품이라는 점

을 인정하고 있다. 허인욱,『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주)신한미디어, 

2002, p.89, 119번 각주 참고.

6) 허인욱, 앞의 책, pp.92-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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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 심의를 거쳐 TV방송하는 예들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장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제작편수가 거의 없

었으므로 표절이나 하청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

다.   

이후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은 거의 제작되지 않았고, 그런 상

황에서 1990년대 들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들이 인기를 끌면

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가 생기고, 서울 국제만화 페스티벌이 열

리며, 1996년 대학에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면서 극장

용 애니메이션 제작이 재개되었다. 1994년 <슈퍼 차일드>, <블루

시걸>, 1995년 <헝그리 베스트 5>, <돌아온 영웅 홍길동 95>, 

<붉은 매>, 1996년 <왕후 에스더>, <아마게돈>, <아기공룡둘리-

얼음별 대모험>, 1997년 <전사 라이언>, <난중일기>, <임꺽정> 

등이 제작되었으나 흥행은 참담했다. 하청과 표절 시비에서는 상

당부분 벗어났으나 참패의 원인은 늘 지적되는 기획력 부재와 작

품의 질이었다.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하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정된 결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

력은 발전하였으나 애니메이션 서사의 부재와 기획력 결핍은 그

런 기술을 내공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산업적으로도 대기업들의 투자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후 <마리이야기>, <오세암>, <아치와 씨팍>, <천년여우 여우

비>와 같은 장편 애니메이션은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장편 실사 영화들과의 경쟁 속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찾아보

기 힘들었다. 작품의 질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이제는 그런 작

품들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배급과 마케팅, 투자전략 등

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하청과 표절 

시비라는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발전사

는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제고되어야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말해

7)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허인욱은 정부의 친일적인 대일 문화정책을 중요한 요인

으로 지적, 비판하고 있다. 허인욱, 앞의 책, pp.103-1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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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산업적 속성과 애니메이션의 특성이 조화

를 이뤄 성공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연구는 의의가 있다. 2011

년 200만이 넘는 관객을 끌어 모은 <마당을 나온 암탉>보다 조금 

앞서 개봉했던 <소중한 날의 꿈>은 4만 6천명의 관객밖에 들지 

않았으며, 실험적이고 작품성을 인정받는 <돼지의 왕> 도 흥행에

는 성공하지 못했다. 1억5천만원의 제작비가 투여된 <돼지의 왕>

은 독립영화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20개 남짓의 스크린에서 

개봉을 했다. 올해 한국의 독립영화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독립 애니메이션이 설 자리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

다. 영화적 다양성의 확보는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지만 최소한 

손익분기를 넘어서는 매출의 확보는 재능 있는 감독들의 지속적

인 작품제작이나 장편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김보연 영화진흥위 정책센터장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

야할 듯하다. “그동안 한국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영진위 등 정

부 지원을 받아야만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화사

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이 

방식이 옳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손잡아야하고, 정부는 거들어

야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영화다.”8)  

Ⅲ. 장편애니메이션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전략과 산업적요구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의 흥행 성공에 하나의 롤 모델이 생긴 

셈이다. 일단 역대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남은주, ‘마당을 나온 애니, 소중한 꿈을 꾸다’, 『한겨레 21』, 874호

(2011.8.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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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당을 나온 암탉 오성윤 2011/426개관 200만명

2 로보트 태권 V 김청기 1976 72만명

3 블루시걸 오중일 1994 50만명

4 천년여우 여우비 이성강 2007/100개관 48만명

5 돌아온 영웅 홍길동 신동헌 1995 40만명

6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임경원 1996 35만명

7 원더풀 데이즈
김문생,

박선민
2003/98개관 22만4천명

8 오세암 성백엽 2002 14만5천명

9 빼꼼의 머그잔 여행 임아론 2007 13만5천명

10 마법천자문 윤영기 2010 12만2천명

표 1.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순위

<마당을 나온 암탉>(2011)의 200만 관객은 전무후무한 성적이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어서 <로보트 태권 V>(1976)가 72만명의 

누적 관객을 동원했다. 76년 당시의 서울 관객동원 2위였고(약12

만) 이후 재개봉의 누적 관객 수라는 점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극장수를 감안하고 본다면 대단한 기록임에 틀림없

다. 하지만 이제 매체환경이나 제작 여건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

져 있다. 흥행 3위부터 10위까지의 관객 수는 50만도 채 되지 않

는 숫자이다. 

  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산업의 투자환경이 변화하면서 대

기업들의 영상부문 진출이 있었다. 금융자본이 유입되었지만 애

니메이션 산업에서 이렇다 할 수혜를 받지는 못했다. 2000년이 

지나서 애니메이션 흥행 7위에 랭크되어있는 <원더풀 데이

즈>(2003)에는 삼성이 120억 원을 투자했으나 관객 22만 명이 들

었고 그 결과는 투자에 실패한 케이스로 남았다. 48만 관객동원

에 성공한 흥행 4위의 <천년여우 여우비>(2007)의 경우 총제작비 

30여억 원 중 영진위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

로 8억 원을 지원받았다. <원더풀 데이즈>는 98개 스크린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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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했고 <천년여우 여우비>는 100개관을 잡았다. 안정적인 투자와 

제작비의 확보, 극장을 몇 개를 잡는가 하는 배급의 문제 등은 

작품의 질과 함께 산업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산업적 모델로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제작 

방식과 투자 전략, 배급 사례 분석해보는 것은 한국 장편 애니메

이션이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마당

을 나온 암탉>의 김선구 프로듀서와 2011년 11월 24일 두 시간 

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공동제작에 참여했던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나 오돌또기의 오성윤 감독의 발언들은 잡지나 신문

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각종 매체의 기사들을 종합하

면 다섯 가지 점에서 이전의 애니메이션 제작과 차별화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제작 방식은 상업영화와 같이 철저한 기획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는 것, 

둘째, 제작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세부 전공에 따라 분업화된 업무 

분담이 있었다는 것,

셋째, 투자자의 성격에 따른 순차적 자본의 유치가 가능했던 점, 

넷째, 롯데, CJ 같은 배급사를 통한 대규모 스크린 수를 확보하는 

배급망이 구축됐던 점,

다섯째, 영화와 애니메이션 두 분야를 조율하는 프로듀서가 있었다

는 점이 두드러진다.  

     

기획력, 제작시스템, 투자유치, 배급망, 그 모두를 조율하는 

전체적인 코디가 가능했다는 점은 한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성

공하려면 이러한 영화 시스템과 연계 혹은 공동 작업을 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보트 태권 V>도 충

무로의 영화제작사 유 프로덕션이 제작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

요가 있다. 이제 상업영화 제작 시스템과의 강력한 협업과 유기

적 결합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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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을 나온 암탉>의 김선구 PD는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들과 경쟁을 한다. 그러므로 상업영화로서의 시스템 플

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완

벽한 기획영화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흥행에 실패한 <아치

와 씨팍>의 아픈 경험이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

다.9)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제작자인 심재명 명필름 대표 또한 “실

사 영화에 정통한 충무로의 주류 영화사와 애니 전문 제작사가 

기획부터 제작, 배급까지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이룬 것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실사와 애니의 영역 구분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부문 간 장벽이 높았고 교류와 네트워크가 부족했

습니다. 그 결과 한국 애니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나지만 스

토리나 내러티브가 부족했고,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아 흥행에 

실패해 왔습니다.”10)라고 장편 애니메이션의 문제를 정확히 지

적하며 영화와 애니메이션 부문 간의 교류를 강조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차승재 동국대 교수도 “영화와 애니

메이션은 다르지만 영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나는 

비즈니스 마인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리라인에 기여하는 것

이다. 그렇다면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동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

다.”11)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영화 제작 시스템과 애니

메이션 제작 시스템이 함께 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업 과정

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제작 일지

2006년 사업기획(사업타당성 검토 및 유사사례 분석 등)

2007년 10월 22일 사업공고

2007년 11월 26일~28일 1차 서류심사

2007년 12월 05일~10일 2차 현장실사

9) 이후의 논의들에서 김선구 프로듀서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각주처리 하지 않기로 한다. 

10) 이형석, “충무로 최고의 제작자와 한국 애니의 오랜 꿈이 만났다”, 『헤럴

드 경제』, 2011년 7월 20일.

11) 동국대학교 교수이기도 한 차승재 대표와 간단한 인터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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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4일 발표심사 

2007년 12월 17일 선정작 발표

2008년 03월 11일 경기도, MK픽쳐스(現명필름), 

  오돌또기 제작투자 협약

2008년 05월 01일 투자협약 체결-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오돌또기, MK픽쳐스(명필름)

2008년 10월 1차 지원금 지급

2008년 시나리오 개발 완료

2009년 목소리 캐스팅 완료, 비디오 콘티 완성, 선 녹음 완료, 

메인 프로덕션 개시

2010년 중국 동시개봉 확정

2011년 메인 프로덕션 종료, 체코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OST 녹음, 

프린트 완성

2011년 7월 28일 개봉

1. 철저한 기획 과정

<마당을 나온 암탉>의 기획은 이미 여러 해 동안 1백 만 부가 

넘게 팔린 스테디셀러로 인정받은 황선미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

로 영화기획 시스템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 각색을 진행했으며 독

창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한국의 자연미를 담아내기 위해 현장답

사와 고증을 실시했다. 김선구 PD는 “착하고 건강하면서도 의미

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심재명 이사와 오성윤 감독 또한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모든 세대가 각기 다른 감성과 태도로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했다는 점을 말했다. 이러한 기획은 

국내 영화기획사들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인식하

고 있었으나 그 동안 성공사례의 부족과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의 

실패로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한정된 제작기간을 맞추기 힘든 상

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미 2004년 오성윤 감독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출판사와 영

화제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었지만, “당시 영화화 작업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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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회사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공동 

제작을 할 충무로 주류 영화사를 찾고 있었는데 명필름 측에서 

먼저 제안해 왔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12)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오돌또기는 무수한 아이디어 회의와 작화, 수정작

업을 해가며 독창적 캐릭터 디자인을 탄생시켰으며 명필름과 함

께 시나리오 생산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영화제작자와 처음부터 함께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영화제작 노하우와 대중적 감각이 있는 명필름과

의 제작과정 전체를 조율하면서 만들어지는 시나리오는 흥행을 

담보하는 오락성과 완성도를 기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작에는 없는 감초 캐릭터 수달이 만들어지고 역동적

인 액션장면인 청둥오리의 비행대회 등이 삽입된다. 또 문소리, 

유승호, 박철민과 같은 영화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도 한 몫 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기획되기도 한다.

김PD는 제작기간 6년 중 기획과 시나리오 준비 같은 프리-프로

덕션(pre-production)기간이 절반에 이르는 3년 이상이 걸렸고 

전체 제작비의 40% 정도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이 기간 중 시나

리오가 완성되는 부분은 치밀한 스토리보드를 간단하게 애니메이

션으로 만들어 배우들의 리딩과 가이드 음악까지 깔고 편집하여 

제작 회의마다 그 부분들을 모니터했으며 그런 중간 결과물들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한다. 한국 애니메

이션이 그 동안 돈을 번 사례가 없다보니 투자자나 배급사를 설

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자 실제 

프로덕션에 걸린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작화뿐 아니라 <마당을 나온 암탉>은 음악의 사용에 기획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음악 감독의 지휘 아래 현악기 연주가 

탁월한 체코국립교향악단에서 음악들을 녹음했으며 이후의 믹싱 

작업은 한국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악의 녹음과 믹싱에 

든 비용은 1억 원도 채 쓰지 않았다.

12) 이형석,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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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분화된 제작 시스템과 예산의 관리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실제 프로듀서가 4명으로 오성윤 감독

이 기획, 김선구 프로듀서가 제작, 심재명 프로듀서가 마케팅과 

배급, 이은 프로듀서가 투자를 맡았다고 한다. 영화 제작자들은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고,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영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 역할분담이 된 프로듀서 4인의 유

기적 공조는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

결할 문제를 공유하되 각자 역할은 분리되고 세분화되고 호흡이 

잘 맞는 공조체제는 성공적이었다.    

영화제작사 명필름은 50억 원이 넘는 제작비 투자를 유치하고 

롯데 엔터테인먼트를 섭외하는데 기여한다. 제작과 배급의 문제

도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부터 병행하여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김

PD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애니메이션 전체의 제작기간이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예산기획은 제작 기간 동안 여러 차

례 변화와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즉, 프로덕션 관리에 노

하우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원래 제작 기간보다 2년이 늦어지면

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가담과 함께 예산은 조금 늘었으나 예산 

집행의 속도 조절과 관리는 절실한 문제였다. 특히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예상 외로 길어져서 제작자들과의 검증절차 또한 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가늠능력이 부족했고 마케

팅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으며 프로덕션 관리도 치밀하지 못했던 

<아치와 씨팍>의 경우와 달리, 앞서 말한 방식으로 완전한 스토

리보드를 영화처럼 만들어 제작자들과 수많은 구체적인 기획회의

를 거치는 방식을 택했다. 또 타깃 관객 테스팅이나 블라인드 모

니터링을 여러 번 실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예산관리나 긴 작

업 기간 동안의 많은 문제들이 제작자들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

해 극복되었다. 스토리보드 회의는 자체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

어야 실제 제작에 들어갔고 기회비용까지 철저하게 계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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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유치

<마당을 나온 암탉>은 순제작비 30억원, 마케팅비 20억원의 제

작비용이 들었다. 투자비의 구성은 제작사의 순수한 투자와 공적

자금투자, 메이저 투자 배급사와 그 밖의 재무적 투자자로 이루

어졌다. 그 중 공적자금 투자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5억6천

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7억원이 투여되었고 개봉 직전 소빅창투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도 이끌어 냈다. 또 배급라인을 가

진 롯데의 투자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영화 산업의 자본조달 주체는 자기자본투자자(제작사), 전

략적 투자자(극장 소유 대기업, TV방송국, 비디오사업자, 통신사

업자 등 부가판권시장 유통사업자), 재무적 투자자(창업투자회

사,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공적 투자자(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진흥위원회)로 분류된다. 그런데 영화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작

사의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약화되고 전략적 투자자인 메이저 대

기업에로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재무적 투자자

들은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제작사와의 제휴관계를 전략적 투

자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집중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 또한 자본조달구조 분산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에 출자하던 

공적 투자자는 재무적 투자자의 이동에 따라 자본집중화에 기여

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영상전문투자조합은 공적자금의 출

자로 빠르게 영화산업 내에 안착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

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투자조합은 수익성을 최우선으

로 하는 속성 탓에 메이저 3사, CJ, 쇼박스, 롯데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 집중화 현상을 빚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영화산업은 극장산업으로부터 역으로 가치 사

슬을 이어나가 배급, 투자,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직통합을 이룬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영향이 절대적이게 되었다. 이들 메이저 투

자배급사들은 자체 자본을 조달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본을 

유치해 내부 제작사 혹은 다른 제작사의 영화에 투자하여 판권을 

소유하고 배급하여 자사의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 상영관에서 상

영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가 제작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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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배급을 주도적으로 맡았으며 영화가 개봉한 후 CJ가 극장

을 열어주었던 상황은 <마당을 나온 암탉>의 또 하나의 성공요인

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사실들에 미루

어 볼 때, 장편 애니메이션의 성공은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적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편 시장에 통하는 투자와 배급, 마케팅 등이 애

니메이션 내부의 역량만으로 가능해질 때 까지 영화산업과의 과

도기적 협업 방식은 필연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PD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경기디지털콘텐츠 진흥원

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적자금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

자자들이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는 초기에 투자자들이 관

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적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마

당을 나온 암탉>의 성공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제작기

간이 긴 애니메이션은 제작완성보증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

요하다는 것도 역설한다. 가령, 얼마간의 제작비용이 제도적으로 

완성보증 된다면, 제작기간 전반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가

능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투자리스

크를 줄이고 투자 시점이나 성공에 대한 확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배급과 마케팅 전략

처음 <마당을 나온 암탉>은 롯데의 280개 스크린으로 시작했

다. 높은 예매율과 개봉 후 반응이 좋다고 판단되자 CJ가 120개

관을 열어줬다. 그래서 첫 주말 400개관에서 관객을 몰아가기 시

작한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시사회를 많이 했고 블라인드 시사회

도 여러 차례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극장들이 어른 관객들보다

는 어린이와 엄마 관객들을 주 타깃으로 삼으면서 저녁시간의 상

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PD는 저녁시간대에 상영을 했다

면 이를 보고 싶은 어른관객이나 청소년층의 관객들을 더 끌어 

모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좌석 점유율은 떨어지더라고 관

객 수는 400만을 육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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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유례없는 장편 애니메이션의 배급 성공은 제작자

의 힘이기도 했지만 전 언론이 상찬하도록 이끈 마케팅 효과이기

도 하다. 이미 언론 시사회 기획이 있었고 그들 모두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을 밀어주자는 암묵적 동의, 또 인터넷 광고 등을 통

한 온라인 작업, 활발한 SNS의 활용 등이 이전과는 다른 애니메

이션 마케팅을 보여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영화의 시스템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것이다. 

5. 영화와 애니메이션 두 분야를 조율하는 전문 프로듀서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와 애니

메이션 두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프로듀서의 존재가 절실

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영화제작시스템과 질 좋은 애니메이션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이

루려면 그 두 분야를 잘 알고 그 둘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은 참으로 귀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간의 대기업들이 투자

를 하였지만 실패한 케이스들과 많은 장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

졌지만 그들이 관객과 만나는 장은 제한적이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 영화적 제작시스템을 도입하고 서로 교류가 적었던 현실

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헤쳐 나온 것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사

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전문 프로듀서의 역량이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 김선구 PD의 역할이 그것이었고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살려 서로 상대를 너무 몰랐던 영화와 애니메이션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 인재들을 확충하고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해 보인다.   

Ⅳ.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제언

  

사실 이 부분이 짧은 결론 및 제언이지만 이 글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상찬하는 것이 목적

도 아니고, 이전의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실패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여 한

국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성장과 그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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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적 측면과 인력양성이라는 큰 두 개

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산업적 제언 

이 글의 전체에서 살펴보았듯이 장편 애니메이션이 성공하려면 

영화산업과의 과도기적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영화 제작 시스템을 활용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우선 메이저 배급사들의 투자와 배급 가담은 열악한 애니메이

션 제작환경에서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 

메이저들의 개입은 장단점이 있다. 제작비가 확보되고 배급망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대기업의 자본을 쓰

다 보니 애니메이션의 다양성이 훼손될 역기능이 우려된다. 

최근의 대기업 영화제작 시스템은 기획, 개발, 제작, 투자를 

수직계열화하면서 계량화되고 있다. 다양성의 확보보다는 획일화

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한국 영화들을 만들었던 

전문 프로듀서들의 힘은 대기업의 획일주의 모니터링과 그에 기

반한 투자심사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시나리오나 영화 자체에 영

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13) 이러한 대기업 투자

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전략 속에서 배급 

라인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를 개입시킬 필요는 장편 애니메이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 제작과정의 단축, 관객기호에 

따른 재빠른 대처 또한 필요하다. 장편 애니메이션의 성공은 관

객의 기호를 무시하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이 산업이

기 위해서는 관객들을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이끌어오는 공적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압력이 필요해 보인다. 장편 애니메이션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의 영화진흥위원회는 애니메이션을 예술이며 작품이라 인식

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씨네21』, 830호에 나와 있다. ‘한국영화는 왜 

시시해졌나-대기업 영화 제작 시스템의 문제점 집중분석’이 그것이다. 각 씬 

별로 점수를 매기는 대기업 영화 만들기 방식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

게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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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현재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둔 산업으

로 여긴다. 지원기관의 인식은 바로 제작환경과 직결된다. 인식

의 변화가 절실한 부분이고 이와 아울러 정책 부문의 공조와 정

치력이 요구된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의 통과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의 신설 등이 그래서 요원한 일이 되

어서는 아니 되는 시점이다. 

2.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언은 이 부분일 듯하다. 다 아는 이야기

지만, 하청을 주로 하던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문제는 정책 브레

인도,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킬 인재도, 좋은 애니메이션의 기본

이 되는 시나리오 작가도, 그것들을 다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은 있었으되 머리는 없었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재능과 열정이 있는 인력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

요하다.

기획력과 시나리오 능력을 키울 필요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애

니메이션 제작 능력 이외의 기획이나 마케팅, 산업에 관한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에 현

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가능한 것은 대학의 커리큘럼 재고이다. 

한국에는 애니메이션 관련학과가 1백 개가 넘는다. 하지만 애니

메이션을 잘 만드는 능력 이외에 기획, 산업, 마케팅, 배급에 관

한 그러니까 영상 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과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애니메

이션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애니메이

터 양성 일변도의 커리큘럼의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100개가 넘는 한국의 대학 교육 현장에서 커리큘럼의 

재고는 많은 부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PISAF와 같은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내의 애니페어 사업은 

이제 막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까지 눈에 보일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국내외 애니메이

션 산업계와 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공인 학생들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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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하는 것은 더 시급한 당면한 과제일 

듯하다. 산업 전반이 활기를 띄어야 취업 시장도 확대되고 더 많

은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영화 제작 방식과 그 시스템

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배워 애니메이션 내

부에서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애니메이션 영역 자

체의 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재능 있는 기획사

나 유능한 전문프로듀서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확대일

로에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정한 중심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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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Feature Length Animation for Movie Theater 

: in the Case of <Leafle, A Hen into The Wild>

Kim Yoona · Haejung M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feature length animation for movie theater by 

analyzing of the reasons of the success of <Leafle, A Hen into The 

Wild>. <Leafle, A Hen into The Wild> released in 2011 has broken box 

office records by drawing 2 millions since <Robot Taekwon V> drew 

760 thousands in 1976. This can be one of the success model of the 

animation for movie theater, considering it has had trouble not only 

in planning ability and scenario power but also in producing 

environment where subcontracts are prevalent. This box office hit 

seems to have been possible through cooperation and division of 

movie crews and animation crews. 

Many kinds of materials are reviewed and producer Kim Seonku was 

interviewed for analysis of the reasons of box office success. 

Followings are five reasons of success found as the result of 

analysis and the body of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e argument 

and analysis of each. 

1.This animation was planned and produced in the same way of 

commercial feature films. 2.There was detailed division of work 

while producing 3. Various kinds of investments were made 

sequentially, 4. Major film distributor like Lotte and CJ could be 

motivated 5. There were producers who can mediate between the 

animation and film fiel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both in the aspect of industry 

and the aspect of training professionals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the industrial aspect,  transitional cooperation is needed 

between animation filed and film field which can motivate 

distributor. Industrial approach like planning, investment, 

distribution and marketing is absolute for the success of animation 

for movie theater. Also in the aspect of training professionals, 

curriculum needs to be improved in the university because the 

ability and passion of the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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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re the most important  and education is the most 

approachable way. 

 

key word : feature length animation, the cooperation of animation 

field and film field, industrial approach , improvement of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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