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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시장의 체제전환이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사례를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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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간다의 의미는 주로 1,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이후 냉전시대의 사회주의체제 국가, 또

는 독일을 통치했던 히틀러가 사용했던 정치선전, 흑색선전으로 인식되곤 한다. 따라서 이미지

와 영상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연구는 주로 정치선전이 활발했던 시기의 사회주의 포스터나 영

화를 사례로 연구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정치선전의 성격을 가진 프로파간다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의 프로파간다는 정치선전 보다는‘설득’을 기본으로 하는 은유적이고 포

괄적인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직접적인 정치선전의 의미에서 탈피해, 프로파간

다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현대적인 프로파간다를 재정의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졌다. 또한 현

대적인 프로파간다의 의미를 영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영상에서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해

졌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프로파간다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애니메이션은 영상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사회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애니

메이션은 남녀노소 모두 시청이 가능하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영상으로서 현대의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다양한 형식의 프로파간다를 분석하는데 적절하다. 이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로파간다 분석 연구의 초보 단계로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가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체

제변화에 따라 표현방법에 변화가 일어난 중국애니메이션을 사례로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체제만 변화한 중국의 사례는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사회체제와 경제체제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

장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 중국 애니메이션을 시기별로 작품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을 분

석해 체제변화와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낼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와 시장이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해 볼 수 있다. 중국 애니

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은 중국 건국이전과 이후 그리고 문화혁명 전후 분명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중국 건국 이전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에서 중국 건국이후 자국의 문

화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민족 특색적인 애니메이션으로의 변화가 있었고, 문화혁

명을 전후하여 정치선전, 선동의 프로파간다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민족적 특성과 교

육적인 프로파간다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최근에는 해외로의 수출과 해외와의 합작이 늘

어가면서 선전과 선동의 의미의 프로파간다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주제어 : 프로파간다.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 중국 애니메이션  

1)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3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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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1, 2차 대전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이용된 프로파

간다는 주로 포스터와 영상이미지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프로

파간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포스터의 이미지나 영화 등의 영상을 

사례로 연구된 바가 대부분이었다.2)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의 프로

파간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와 시장 사이에서 어

떤 영향을 받을까? 한 국가에서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가체제

이고,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경제체제이다. 국가체제와 경제체제

가 영화와 영화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

구로 입증된바 있다.3) 애니메이션 또한 영화와 같은 속성을 갖는 

영상산업으로 국가정치경제 체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애

니메이션은 남녀노소, 연령대를 초월하여 다수의 관객층을 포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은 프로파간

다의 정치선전으로 가장 많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

표적인 영상매체인 셈이다. 이에 국가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인

식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의 속

성을 규정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

로파간다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프로파간다의 의미부터 

다시 고찰하여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프로파간다의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표

현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과거의‘프로파간다’가 정치선전이란 의미와 이미지상의 분명

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현대사회의‘프로파간다’는 

2) 김연주,‘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구’, 

디자인지식저널,2013, pp204.

3) 박정수,‘사회주의시장경제와 중국 영화산업 개혁: 시장, 제도, 그리고 양극

화’, 한양대학교, 2010.

  김진영,‘중국반환 이후 홍콩 영화산업의 변화’, 문화논총, 제28집 1호, 

2014. 

  김진영,‘중화권 단일영화시장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국 영화산업정책을 중

심으로-’, 중앙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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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와 표현방법도 변화하고 있

다. 국가의 정치이념이 변화함에 따라 정치선전의 목적도 달라지

고, 영상매체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상업성이 강

조된 영상매체의 프로파간다 표현방법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런 현상은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했던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과거 소비에트는 프로파간다의 전형적

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었다.4) 하지만 구소련이 해체 되면서 국

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

제체제가 각각 어떻게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어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

고, 경제체제만 전환한 중국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국가정치경제 

체제의 변화가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 표현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경제체제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하였다.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국사례 

연구는 사회경제체제 변화가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미치는 영

향의 연구 토대가 되어, 이후 구소련과 러시아 애니메이션의 프

로파간다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와 북한 정권변화에 따른 애니메

이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사회정치경제체제와 프로파간다의 관계  

1. 프로파간다의 정의 고찰 

현대사회에서‘프로파간다’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프로파간다는‘선전’

이란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선전

(Propaganda)’이란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자신이 바라는 방향

4) Soyuzmultfilm studio제작, <Forward march, time>(197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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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상징, 기타의 수단을 통해 진실과는 

관계없는 일방적이고 조작적인 정보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게,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의도적이며 계획적

인 일단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는 기술을 말한다.5) 위 정의를 

정리하면, 프로파간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전활동을 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예로 독일의 나치와 제

2차 세계대전 참전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군인 동원 선전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프로파간다는 정치선전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

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

고, 국민들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정부가 원하

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정치적인 선전’이‘프로파

간다가’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이다. 하지만‘프로파간다’용

어가 처음부터 정치선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프로파간다’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622년 교황 그

레고리우스 15세였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는 종교 전파를 하

기 위한 강경책이 실패하자,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하려는 일종의 유화책을 시행하기 위해 포

교성(Sacra Congregatiode Propaganda Fidei)을 설립하였다. 그

레고리우스 15세가 포교성을 세우면서 사용되기 시작한‘프로파

간다’라는 용어는, 이런 이유로 신교도 국가에서는 안 좋은 의

미를 가진 용어가 되었고, 카톨릭 지역에서는 교리의 교육과 전

파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당시‘프

로파간다’라는 용어는 주로 종교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일반인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정부는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프로파간다’용어를 사용하며 전쟁의 폐해는 숨긴 채 애국심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후 전쟁의 폐해와 희생자들로 인해 프로파간다는 거짓된 정치선

전이라는 의미가 강해졌고, 이후‘프로파간다’는 정부에 의해 

5) 조승섭, 대중선전 선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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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정치선전이란 뜻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었다. 대중 속에 

등장할 때부터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프로파간다는 

정부가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선전을 한

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되었다.

현대사회에서도 정부는 정부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대중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이념을 선전해야 한다. 따라서 여

전히 프로파간다는 정부의 정치선전을 위해 많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을 설득하고 정부이념을 선전하고 있다.6) 

2. 연구이론 

세계화와 미디어를 연구한 제임스커런(James Curran)의 미디어

체제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따라 영화의 

정치성, 프로파간다의 기능이 변화한다고 한다. 사회주의계획경

제 체제에서는 영화의 정치성이 강조되나, 민주주의시장경제 체

제에서는 상업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7)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한 중

국은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인가? 중국의 특수상황을 분석하기 위

해 박정수의‘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 영화산업 개혁’8)에 사

용된 분석틀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수는 세계화와 미디

어를 연구한 제임스커런(James Curran)의 국가 정치경제 체제에 

따른 미디어 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영화산업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틀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체

제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고,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

제로 변화함에 따라 영화의 프로파간다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사

회주의계획경제 체제에서 영화의 프로파간다가 강조되나, 민주주

의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상업적인 이익이 더 중요시 되므로 프로

6)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 아카데미, 2009,pp31.

7) 양은경, 곽현자 역,『세계화와 미디어연구: 탈서구적 패러다임을 찾아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p7~11

8) 박정수,‘사회주의시장경제와 중국 영화산업 개혁: 시장, 제도, 그리고 양극

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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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간다의 특성은 약해지고 상업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경제체

제만 변화한 중국의 영상은 어떠할 것인가? 중국의 경우는 정치

체제의 지속으로 영화의 프로파간다의 표현이 변화했을 뿐, 기존 

프로파간다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애

니메이션 또한 영화와 같은 속성을 갖는 영상산업으로 국가정치

경제 체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영화의 변화가 애니메이션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이전보다 상업성이 강조되기는 하나 정치성, 프로파간다 기

능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업성을 강조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

히 정부의 정치이념을 표현하고 선전하는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

다 기능이 일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즉, 정치체제의 지속으로 

영상의 정치성 표현이 변화했을 뿐, 그 기본 정치선전의 속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중국애니메이션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가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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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틀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정치체제와 계획

경제체제에서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의 특성은 전형적이고 강하

게 나타난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체제로 갈수록 애니메이

션의 상업성이 강조되고, 프로파간다의 기능은 약화된다는 이론

이다. 이 이론에 의해 중국 애니메이션을 사례로 분석할 경우 중

국 애니메이션은 경제체제의 변화로 상업성이 강조 되어 프로파

간다가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표현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에 중국 체제전환 

이전과 이후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시기별로 분석틀에 적용하면, 

경제체제 전환이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파간다의 표현변화를 분석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성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프로

파간다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체제전환 시기 애

니메이션 작품을 내용상의 프로파간다와 이미지상의 프로파간다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분석방법 

1) 내용상의 프로파간다 특성 

프로파간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에 나타나는 프로파간다를 구분해 보면 크게 정치선전과 교육적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정치적인 선전내용  

정치선전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공

산당 이념의 정당성, 우월성 계급투쟁의 필요성 등 정부의 우수

성과 정당성이 주내용이 된다. 이를 세분해 보면,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 행

동, 공산당 이념의 우수성, 공산당 행적의 정당성과 영웅성 등을 

프로파간다의 역할 중에서 정치선전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작품들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이 정당하며, 영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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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들의 행동과 이념이 가치 있거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이나 

국가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사건이나 내용 등을 다루어 대중

에게 직접적인 정치선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적, 민족우수성 전파와 도덕적 내용의 공산주의 이념 

내용 

프로파간다의 또 다른 특성인 교육적 특성은 비교적 단순한 공

산주의 이념에 대한 교육과 민족특성의 우수성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으로 다시 세분된다. 정치선전 만큼 강조하지는 않지만, 우

회적으로 또는 일상 생활상의 내용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소개하

고, 공산주의의 이념과 행동을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게 내용을 

구성해 나간다. 민족특성의 우수성의 경우에는 중국 고유문화와 

이야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서 관객에게 중국 민족

특성을 친숙하게 하고,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

다. 도덕적인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공산주의 이념이 다소 포함된 

것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선징악 적인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2) 이미지에 나타나는 프로파간다 표현기법 

프로파간다의 이미지적 특징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해 보기 위해 

김연주 연구자의‘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

적 수사 접근 연구’의 프로파간다의 소재기법의 분류방법을 도

입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프로파간다의 표현기법을 사실적 회

화 기법과 단순회화 기법, 사진, 으로 분류하였고, 프로파간다의 

표현 특성을 구도, 컬러,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자의 분류 중에서 중국애니메이션에 자주 보이는 프로파간다의 

특성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사실적 회화기법 

사실적 회화 기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프로파간다 이미지 표현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구소련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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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표현기법으로 배

경과 인물을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묘사한 기법이다. 

(2) 단순 회화기법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특성이었던 사실주의 회화 기

법과는 반대로 이미지를 단순화한 기법인데, 회화나 포스터에서

는 만화나 판화 같은 표현방식이 사용되어 구성적 요소를 강조하

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국애니메이션에서도 만화 같은 단순 

표현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이 경우 정치적인 상징보다는 민족적 

상징이나 문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3) 구도 

김연주 연구자가 분류한 프로파간다의 표현적인 특색에서 구도

는 다음과 같다.‘정치이념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인 구도가 활

용되는데 특정한 인물을 강조, 크기를 과장하거나 시선처리의 방

향을 조정, 상징의 매개체들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화하기도 한

다. 대각선 구도와 함께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 우상화된 아이콘

이 민중들 위에 우뚝 올라선 구도 등이 프로파간다에서 주로 사

용되는 표현방식이다.9) 이 기본적인 특징에 중국적인 프로파간다 

이미지 표현방법인‘삼돌출(三突出)’에 의한 표현방법을 더하고

자 한다. 

‘삼돌출의 표현방법은  문화대혁명 시기 회화, 연극, 영화, 애니

메이션 등 거의 모든 예술활동에 사용되었던 규정화된 이미지 양식

이다.‘인물은 정면 인물을 돌출시킨다, 정면인물 중 영웅인물을 

돌출시킨다, 적은 멀리, 영웅은 가깝게, 적은 어둡게 영웅은 밝게, 

적은 작게, 영웅은 크게, 적은 숙이고, 영웅은 위를 향하게 한다. 

즉 적은 멀고, 작고, 어둡게, 영웅은 붉고, 빛나고, 밝게 표현하도

록 했다.10) ’

9) 김연주,「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

구」’,『디자인지식저널』,2013, pp206.

10) 김진영, 김재웅,「중국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민족문화예술성 연구」,『만화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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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도의 특징을 종합하면, 크기의 과장, 시선처리, 인물의 

생김새 강조, 인물배치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4) 색채 

프로파간다에 가장 많이 이용된 색체는 강렬한 느낌을 주는 색

으로 주로 빨강, 검정, 희색 등의 원색이 많이 사용된다. 중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빨강색과 검은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 원색의 빨강, 검정, 희색의 사용은 프로파간다 포스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색으로 강한 에너지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느낌

을 주는데 적합한 색이다. 

프로파간다의 내용상의 특징과 표현방법 등의 특징을 중국 시

기별 애니메이션에 적용하여 중국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애니메이션은 크게 여섯 시기로 구별하고자 한다. 중국 

건국이전(1920~1949), 중국 건국 이후부터 문화혁명 이전까지

(1949~1966),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 문화혁명 이후부터 

1993년 3호 문건 이전까지(1976~1993), 1993년 이후 영상산업 개

방부터 2004년 애니메이션 지원정책 실시 전까지(1993~2004),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2004~현재).

Ⅲ. 중국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전환에 따른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식의 변화분석 

1. 중국 건국 이전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프로파간다

(1920~1949)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이 성립되기 이전, 1912년부터 1949년

까지 중국은 전쟁과 혼란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영화와 애니

메이션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대중 오락산

업으로 성장해 갔다. 영화와 함께 중국에 유입된 애니메이션은 

니메이션연구』, Vol.- No.17 [2009], pp203-221. 

   顏慧，素亞斌，『中國動畫電影史』，中國電影出版社，2005, p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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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이미 자체제작 되기 시작했을 정도로 발전되었다. 만씨

(萬氏)형제를 주축으로 시작한 중국 애니메이션은 1926년 <화실

대소동(大鬧畵室)>을 시작으로 점점 발전하여, 1941년에는 첫 장

편 애니메이션인 <철선공주(鐵傘公主)>(1941)를 제작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에 통일된 강력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파

간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압박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모두 26편

인데, 그중 프로파간다 성격이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민족통사

(民族痛史)>(1936), <항전가집(抗戰歌輯)>(1938-1939), <혈전(血

錢)>(1934) 등 5 작품 정도로 항일전쟁 기간에 주로 제작된 것이

다. 내용은 주로 애국심 고취나, 아편전쟁 등을 소재로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에 맞서는 등의 전형적인 정치선전의 작품이었

다. 하지만 현재 영상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내용을 서술해 

놓은 기록상에서 내용상의 프로파간다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

다.11)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현재까지 영상이 보전되어 

있는 작품은 <철선공주>이다.    

<철선공주>는 서유기의 내용 중 일부를 애니메이션화 한 작품

으로 시나리오에서 정치선전의 프로파간다의 특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또한 이미지에서도 사실적인 표현이나,‘삼돌출’에 의

한 표현 보다는, 미국 디즈니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과 미키마우

스의 표현 형식 등이 남아있다. 중국 전통의복 등에서는 중국적

인 민족문화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프로파

간다의 성격은 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1949년 중국 건립이후 중국 영상산업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

다. 동베이영화회사(東北電影公司)와 상하이영화제작소에서(上海

電影制作片廠)에서 제작되던 애니메이션도 좀 더 효율적인 통제

와 제작을 위해 상하이영화제작소로 통합된다. 이후 거의 모든 

11) 顏慧，素亞斌，『中國動畫電影史』，中國電影出版社，2005,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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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애니메이션이 상하이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되었는데, 1957년

부터는 애니메이션 제작팀이 독립되어‘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上

海美術電影作片廠)로 불리게 되었다. 

1) 중국 건국 이후부터 문화혁명 이전까지(1949~1966)

1949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총 112

편이다. 모두 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16년

간 제작된 애니메이션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사회의 변

화에 따른 프로파간다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

다. 중국 성립 초기인 1950년부터 1959년에는 <작은 영웅(小小英

雄)> 등의 작품에서 약하게나마 프로파간다를 찾아 볼 수 있다. 

<작은 영웅>은 약한 아망(阿亡)이라는 주인공이 주변 친구들의 

힘을 모아 지혜로 늑대를 몰아내고 산속 동물들이 평화를 되찾는

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이 외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까

마귀는 왜 검은색일까(烏鴉爲什麼是黑的)>(1955), <거만한 장군

(驕傲將軍)>, <東郭先生(동곽선생)>(1955), <천궁대소동(大鬧天

宮)>(1961) 등이 있다.  

   

그림 2 <거만한 장군(驕傲將軍)>, 

<올챙이 엄마찾기(小蝌蚪找媽媽)>,

<까마귀는 왜 검은색일까(烏鴉爲什麼是黑的)>

위 작품들 중 <까마귀는 왜 검은 색일까>와 <거만한 장군>은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고, <동곽선생>과 <천궁대

소동>은 원작이 있는 설화와 소설들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으로 

내용상에서의 정치선전의 특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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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선전 대신 교육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상 이미지에서의 프로파간다도 <거만한 장군>과 <천궁대소

동>은 중국 민족적 특색을 살린 경극분장과 복장, 건물양식을 주

로 사용하였으며, <까마귀는 왜 검은색일까>는 중국적이기 보다 

유럽풍의 분위기가 짙은 애니메이션이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베니스 아동영화제에서 수상한 우수한 작품이었는데, 심사위원 

이 이 작품을 구소련 작품으로 오해 할 정도로 중국적인 특색이 

나타나 있지 않은 작품이었다. 

1960년대에는 중국적인 특색이 강한 작품들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 수묵 애니메이션이었다. 수묵애니메이션

은 중국 애니메이션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1960

년대 중반 문화혁명 직전에는 <홍군 다리(紅軍橋)>(1964), <붉은 

스카프(紅領巾)>(1965), <베트남의 미국침략자 타도를 지지한다

(支持越南人民打倒美國侵略者)>(1965) 등의 홍군에 관련된 애니

메이션이나, 미국을 타도한다는 프로파간다 특성이 강한 작품들

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제작된 작품들은 건국이전 디즈니의 영향과, 건국초기 

동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다. 이미지에 프로파간다의 전

형적인 특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내용상에서도 도덕적이고 교육

적인 프로파간다의 요소가 약간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으

로 갈수록 내용상과 이미지 표현에서 프로파간다의 특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2) 문화대혁명 시기(1967~1976)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이 일으킨 극좌 성향의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

국의 모든 예술분야의 파괴와 퇴보를 가져왔다. 문화대혁명 초기 

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제작소는 정지 상태였고, 베이징 영화학교

도 문을 닫았다. 실제로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단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제작됐을 뿐이다.12) 문화대혁

명 후반기인 1972년에 돼서야 애니메이션이 다시 제작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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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 까지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모두 17편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작은 나팔(小號

手)> (1973)과 <소팔로(小八路)>(1974)가 있다.13) 

위 작품들은 중국 공산당이 지주들을 물리치고 농민을 해방하

는 내용 등의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회주

의 이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영웅적이고 의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적으로 

나오는 지주와 국민당은 비겁하고, 간악하며, 욕심이 많고, 어리

석은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 시나리오에서 프로파간다의 특성이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작은나팔(小號手)> 

영상이미지에서도 중국 프로파간다의 표현 특성인‘삼돌출’의 

표현 양식에 맞춰 제작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나오

는 영웅은 주로 중앙에 위치해있고, 의지를 표현하는 동작들을 

한다. 또한 주인공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주로 붉은 색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피부는 붉은 계열

이고 눈동자 또한 붉은 빛이 도는 갈색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

으로 주인공은 주로 정면이나 사선위로 시선을 두어 이상을 실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런 주인공의 표

현기법에 반해 지주들과 국민당은 어둡고, 추하게 표현되었으며, 

시종일관 구부정한 자세로 영웅들과 대조를 이루게 표현되었다. 

12) <산촌의 새로운 싹(山村新苗)>(1966), <위대한 성명(偉大的聲明)>(1968)

顏慧，素亞斌，『中國動畫電影史』，中國電影出版社，2005, pp95. 

13) 顏慧，素亞斌，『中國動畫電影史』，中國電影出版社，2005,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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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면서도 중국적 프로파간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제작되었다. 

3) 문화혁명 이후부터 193년 3호 문건 이전까지(1976~1993)

문화혁명이후부터 영상산업이 개혁개방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중국 애니메이션은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문화혁명 

이후 1979년 ‘제4회 전국문예제작대표회의(全國文藝工作者代表

大會)’14)에서 다시 문화와 예술계의 발전이 중요하게 되면서 문

예계가 자유롭게 창작해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였다. 상하이 제작

소도 다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상하이 제작소 외에도 

다양한 제작소가 생겨나 다양한 다수의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중국 민족문화의 특성을 살린 애니메이션이 다시 제작

되어 ‘중국학파’라는 명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 TV가 보급되면서 애니메이션의 수요

가 늘어났다. 애니메이션이 수요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기를 불

어넣는 동기가 되었으나, 갑자기 불어난 TV의 시청분을 맞추기 

위해 해외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야 했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아

톰>이 중국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중국 애니메

이션은 국내 관객에게 외면받기 시작했다. 단편애니메이션을 주

로 제작해오던 중국 애니메이터들에게 갑작스런 TV시리즈 제작은 

쉽지 않았다. 시리즈 애니메이션은 이미 수입된 해외 애니메이션

과 경쟁해야 했고, 중국 애니메이션은 해외작품과의 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하기 어려웠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단편과 시리즈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단편

작품들은 내용면에서 소수민족의 민간전설, 속담, 고전 등을 애

니메이션화 한 민족특색의 작품과 교육적인 작품이 주를 이루었

다. 소수민족의 전설을 애니메이션화 한 작품으로는 <나비샘물

(蝴蝶泉)>(1983),  <아홉 색의 노루(九色鹿)>(1981)，<천서기담

(天書奇譚)>(1983) 등이 있고, 동화를 애니메이션화한작품으로는 

14) 趙可恒等,『動畫發展史』，東南大學出版社，2006, 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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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의 용궁소동(哪托鬧海)>(1979)，<고양이미미(好貓咪
咪)>(1979)，<까만수닭(黑公雞)>(1980), <늑대의 초대(老狼請

客)>(1980)，<원숭이 달 건지기(猴子撈月)>(1981) 등이 있다. 특

히 <세 명의 승려(三個和尙)>(1980)은 중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편 애니메이션은 문화

대혁명 이후 다시금 중국의 애니메이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중국 애니메이션을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1970년대 말 아직 프로파간다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작품은 서서히 없어지고, 다양한 표현기법과 다양한 소재들이 애

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단편 애니메이션은 프

로파간다의 정치선전의 내용과 표현기법은 약화되었고, 도덕적, 

교육적인 포괄적 프로파간다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TV애니메이션은 제작장비가 부족해 영화처럼 필름으로 촬영한 

후 다시 테이프로 녹음해 방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 시

기 제작된 대표적인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는 <검은 고양이 경찰

서장(黑貓警長)>(1984년 9월~1987년 8월) 이 있다. 비교적 오랫

동안 방영되었던 <검은 고양이 경찰서장>은 동물세계에서 검은 

고양이 경찰서장이 매회 마다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다.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 범죄자를 쫓는 과정에서 

탐정을 방불케 하는 추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유머와 추리 현대

화로 포장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권선징악, 정부정책 보호 등의 

포괄적인 프로파간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국은 낙후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

기 위해서 개혁개방을 시행했고,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주력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낙후된 제

작시설과 고정화된 표현방법, 소재의 제한은 해외 애니메이션에 

비해 중국 애니메이션의 경쟁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중국의 텔레

비전 보급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수요를 늘렸으나, 중국의 

영상물 제작은 한계가 있었고, 방송국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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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작품들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수입된 해외 애니메이

션으로 인해 중국 애니메이션은 관객에게 해외 애니메이션과 비

교되게 되었다. 해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중국 애니메이션은 경

쟁력이 떨어졌고, 영상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정부는 개혁개방

을 미루던 영상산업에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그 시작이 1993년 <3호 문건> 이었다. <3호 문건>은 1993년에 발

표된 <영화업종 제도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當前深化電影

行業機制改革的若幹意見)>으로 일명 <3호 문건>으로 불린다. <3

호 문건>의 대표적인 시장화정책으로는 영화필름과 극장표 가격

의 자율화와 배급의 독점 철폐였다. 극장표 가격의 자율화와 배

급의 독점 철폐는 영화의 구매와 배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장이 

사라지는 것으로, 중국 건국 이래 사업적인 성격이 강했던 중국 

영화산업이 수익을 우선시 하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미했다. <3호 문건>제 1항에서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의 기업

은 필히 당의 14대 회의에서 결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한 영화는 정신적인 상

품으로 관중이 곧 시장이기 때문에 영화시장의 상태가 어떤지 검

증하고 사회, 경제 두 가지 효과와 이익을 염두해야 한다고 밝히

면서 영화산업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공표했다.15) 

1) 1993년 이후 영상산업 개방부터 2004년 애니메이션 지원정

책 실시 전까지(1993~2004)

중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방식은 모든 애니메이터들이 상하이 미

술영화제작소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으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구조였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미리 어떤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것인지 기획하고, 생산량을 정한다음, 제작비를 지원해 제작을 

하는 방식이었다. 제작이 완료된 애니메이션은 다시 국가가 구입

해 배급과 이후 관리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회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애니메이터들은 부분적인 기획과 제

15) 김진영,“중화권 단일영화시장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국 영화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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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생산체제는 작품제작의 안

정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작품이 우수하거나 성공했을 때의 

수익 또한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들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영상산업이 점점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1993년 제3호 문건으로 중국 애니메이션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하게 된다.16) 배급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경제체

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경쟁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체제에 익숙

하지 않았던 중국 애니메이션은 많은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큰 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大頭兒子和小頭爸爸)>(1995), <지아오지아오와 징징(嬌嬌與

晶晶)>(1995)，<샤오베이 가족(小貝一家)>(1996)，<타이공식당

(太空飯店)>(1998) 등 같은 일상의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애니메

이션이 제작되어 텔레비전에서 상영되었으나, 1960년대 일본 애

니메이션이 더 인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 애니메이션은 관객에게

서 외면 받았다. 

이 시기의 애니메이션은 시리즈 애니메이션과 단편 애니메이션

으로 나뉘는데, 시리즈 애니메이션과 단편 애니메이션 모두 내용

상에서 정치선전의 요소가 거의 없고, 중국문화와 민족전설 소개

보다도 현재 중국 인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갈등 유머의 소재 등

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았다. 표현방법에서는 더욱더 프로파간다

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양해지고 단순해진 캐릭터는 기

존 프로파간다의 표현양식과 중국의‘삼돌출’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은 내용과 표현방법 상의 

프로파간다의 특징은 별로 없었으며, 내용상 도덕적, 교육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프로파간다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6) 廣播電影電視部, “關於當前深化電影行業機制改革的若幹意見”, 1993, 3號, 

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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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후 ~ 

현재(2004 ~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중국정부는 국제

적으로 유망한 산업인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4

년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신설해 애니

메이션의 방송 기회를 늘리고, 방송국 황금시간대에 중국 국산애

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해외 수입 애니메이

션은 황금시간대를 피해서 주로 밤에 상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와 합작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중국 애니메이션의 고품질

화를 꾀하였고, 정부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해 대규모 제작비

가 필요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개혁개방과 

정부의 애니메이션 지원으로 오랜 기간 제작되지 못했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는데, 대만이랑 합작한 <양산보와 주

잉타이(梁山伯與祝英台)>(2004), 중국 독자적으로 제작한 <소년

병사장하(小兵張夏)>(2005)와 <토끼대협전기(兔俠傳奇)>(2011) 

등이 있다.  

<양산보와 주잉타이>는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시

나리오 상에서 프로파간다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만과 합

작하면서 표현기법에서도 그동안의 중국적인 프로파간다의 요소

는 사용되지 않았다. <토끼대협전기> 또한 상업성을 중시한 작품

으로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내용도 코믹한 상업성 애니

메이션이다. 또한 영상이미지에서도 프로파간다의 특성을 찾아보

기 어렵다. <소년병사 장하>는 중국 소년 공산당의 이야기를 다

룬 내용으로 내용면에서 프로파간다의 정치선전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혁명 시기의 작품처럼 직접적이거나 강력하다

기 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더 많이 표현하면서 우회적인 선전효과

를 노리고 있다. 영상 이미지 면에서는 중국적인 프로파간다를 

특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소년병사 장하>는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이념17) 등의 정치선전을 하기 위한 작품으로,‘주선

17) 중국 영화의 장르 증 하나로, 중국 정부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주선율 영화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선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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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영화와 같은 개념의 애니메이션이다.  

Ⅳ. 결론 

과거 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국가에서 사용된 프로파간다

의 일반적인 의미는 강력한 정치선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사

회가 변화함에 따라 프로파간다의 목적과 표현방식도 변화하였

다. 따라서 다양해지고 은유적, 포괄적으로 변화한 프로파간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파간다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부터 시작해

야 한다.‘프로파간다’용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교

리의 전파와 교육이라는 의미였다. 종교에서 사용된 교리의 전파

와 교육의 의미의 용어가 정부에 의해 대중에게 사용되면서 정치

선전, 흑색선전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과거 세계 1, 2차 대전시기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선전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프로파간다는 최근에 정치선전의 의미와 더

불어 교육, 설득, 전파의 의미와 역할도 다시금 그 의미가 포괄

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넓어진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그 속에는 정치선전, 민족 우수성 전파, 사회가 원하는 인재

의 교육 등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영상이 대중매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앞으로 사용분야가 더 확대될 전망

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프로파간다의 특성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이에 프로파간다의 전

형적인 정치선전 특성과 체제변화 이후 프로파간다의 표현의 변

화를 겪고 있는 중국을 사례로 프로파간다의 표현 방법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사회, 시장과 중국 애니메이션 프로파간

다의 표현방법의 변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이전의 애니메이션은 주로 

상업성을 띠거나 애니메이션 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

으로 제작된다. 최근에는 상업성을 고루 갖춘 주선율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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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건국 이후 애니메이션에는 정치선전의 내용보다는 내용

과 이미지에서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교육적인 작품이 주로 제작

되었다. 문화혁명기간에 직접적이고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치선전

의 작품이 제작되었고, 이 작품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파간다 

표현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그 위에 중국만의 표현방식을 더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문화혁명 이후 영상산업의 개혁개방 이전

까지는 다시 과거처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는데, 해외 애니메이션과의 경쟁에서 뒤 떨어

지자 영상산업에서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영상산업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의

미와 역할을 더 포괄적으로 넓어 졌고, 은유적으로 변화해갔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부를 쌓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주선율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상업성으로 포장된 은유

적인 프로파간다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로 작품을 수출하

기 위해, 또는 해외와의 공동제작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

치선전의 의미와 민족우수성의 전파 같은 프로파간다의 의미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방영하는 작품에는 상영

금지의 검열기준이 있다. 그 내용은 <영화극본, 영화관리규정(電

影劇本（梗概）備案、電影片管理規定)> 제3장 영화심사의 13조항

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중국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국가 통일과 주권과 영토를 위반하는 내용, 국가 기밀과 안전에 

위해 되는 내용, 국가 명예와 이익에 위반하는 내용, 사회 안정

과 민족 단결, 민족 풍속과 관습에 위해 되거나 위반하는 내용, 

민족 우수한 문화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보았을 때, 사회는 프로파간다를 유지하며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은 프로파간다 보다는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역할은 

점점 약해지는 듯 했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정책과 영상물 심의 

등이 영상물의 프로파간다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18)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경제체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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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국가체제가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에 더 많은 영향을 준

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사회체제와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다면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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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System 

and Propaganda of Animation - Focusing on China19) -

Kim, Jin-Young

Propaganda is often accepted as the political promotion that had 

used mostly by the socialist states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World Wars and the Cold War and by Hitler who governed Germany. 

Therefore, cases of the study on the image and picture propaganda 

were mostly posters or films of the socialism period when the 

propaganda was active. However, today it is not easy any more to 

find propaganda of the clear promotion characteristic as the past. 

In these modern times, it has changed into metaphorical propaganda 

based on ‘persuasion’, rather than publicity like past. 

Therefore, it has been changing from the direct promotion of the 

past into the indirect persuasion; and from the raw, direct and 

powerful publicity and claim into the soft and metaphorical 

persuasion and appeal. Thus, investigating again the contemporary 

propaganda will be an important element in analyzing contemporary 

images. The animation, selected as a target of the analysis of 

propaganda, exists in various ways in various images of the modern 

times, which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oday’s society is the 

television society. Besides, the animation is the image that can 

cover all ages as men and women of all ages can watch, so it is 

proper for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propaganda of metaphorical, 

indirect and various forms.  

Key Word : Propaganda, Propaganda of the Animation, Chinese 

Animation  

1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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