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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은 2008년 9월 개봉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을 통하여 디지털 입체영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

후 2010년 1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통해 중국입체영화산업은 세계적인 입체영상산업에

발맞추어 놀라운 속도로 발전 하였다. 중국의 디지털 시네마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발전과 입체영화를

통한 극장 흥행수입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의 발전가능성을 발견 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중국 입체영화 시장의 주요 콘텐츠는 해외에서 수입된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입체영

화 시장의 발전에 비하여 제작분야는 아직은 발전초기단계이다. 본 연구는 중국3D입체영화의 부실이

스토리와 입체효과기술에 있다고 판단하여 콘텐츠 선진국의 3D입체영상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중

국의 3D입체영화의 현황 비교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서론

2008년 9월 에릭 브레빅(Eric Brevig)감독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는

중국 139관의 스크린에서 처음 상영된 디지털 입체영화이

다[1]. 이후 2009년 중국에서는 3D입체영화를 지속적으로

개봉함으로써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2010년 1월

에 개봉했던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감독의 <아

바타>(Avatar)는 중국의 3D입체영화산업을 한 단계 향상

시켰다. <아바타>가 상영되었던 한 달 동안 중국 3D스크

린은 약 300관이 증가하고 2억여 달러의 흥행수입을 이뤄

냈다[2]. 이후 3D열기를 틈타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팀

버튼(Tim Burton)감독의<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드림웍

스의 <쿵푸팬더2>등 헐리우드 3D입체영화는 연이어 고공

행진 하는 반면, 중국에서 제작한 3D입체영화는 어떤것도

예외없이 모두 실패했다. 중국내에서는 '1950년대처럼 잠

깐 나타나는 유행을 재현했을 뿐이다’라며 3D입체영화 제

작산업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품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시장을 이해하고 중국

3D제작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계3D입체영화산업의 발전역사 및

중국 3D시장 현황과 중국 3D입체영화 제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2. 세계3D입체영화산업 발전역사 및 현황

2.1 세계3D입체영화산업 발전역사 및 분석

세계 최초의 상업용 3D입체영화는 해리 K 패어올 감독

의 <사랑의 힘>(The Power of Love)이다. 이 영화는

1922년 애너그리프 방식으로 개봉하였다. 이후 1952년 아

치 오블레 감독의 <브와나 데빌>(Bwana Devil)은 최초의

내추럴 비전 기법으로 제작된 편광컬러 3D장편영화다.

1953년 밀랍인형이라는 획기적인 소재를 사용한 워너브라

더스 픽쳐스의 <House of Wax>는 흥행에 성공하게 되

었다. 이를 계기로 대형 제작회사는 3D입체영화의 시장잠

재력을 깨닫기 시작하고, 대형 제작사는 3D입체영화 제작

에 앞 다투어 경쟁 하였다[3]. 3D입체영화의 산출량이 증

가 하면서 일부 영화는 제작주기가 2주 안팎 이였고 3D입

체영화 품질은 점점 떨어졌다. 3D입체영화의 포화상태임

에도 불구하고 3D입체영화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

를 계기로 3D입체영화 제작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

하면서 짧은 3D입체영화의 ‘황금시대’는 끝나게 되었다.

70년대 IMAX , ‘Stereovison’ 기술 등이 생겨나면서 3D

입체영화제작기술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영화내용은 에로

와 공포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주류문화로써 인정을 받

지 못하며 계속 영화산업의 부속품으로써 존재하고 있었

다. 80년대에 이르러 3D입체영화의 내용은 점점 풍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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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고, Feature 영화, Documentary, 액션, 공포

등 다양한 장르는 3D입체영화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술수준이 높지 않으며, 미약한 3D기술의 문제점

으로 인해 관객의 호기심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짧은 전성기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21

세기에 바뀌게 되는데 2004년 워너 브라더스에서 출품한

애니메이션<폴라 익스프레스> IMAX 판은 6000만 달러

흥행수입을 통해 3D입체영화의 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

다. 2009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아바타>가 흥행

수입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3D입체영화의 황금기의 첫 발

을 내디딘다[4]. 3D입체영화 발전 과정 중 인기가 오래 유

지하지 못했던 두 번의 전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이번 3D혁명은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50년대와 70년대에는 미국이 영향을 미

쳤다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발생되고 있다. 또

한, 3D입체영화 제작기술뿐만 아니라 상영장비와 상영시

스템이 함께 발전하여 3D입체영화의 상영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이전 3D입체영화는 에로와 공포 내용을 위주로

제작 되었다면 현재 3D입체영화의 주제는 훨씬 풍부하고

다양해졌다[5].

2.2 세계3D입체영화산업현황

2009년도 세계3D입체영화 흥행수입은 25억 달러이고 세

계영화 총 흥행수입 중의 8.6%이었다. 2010년도 세계3D입

체영화 흥행수입은 61억 달러이고 세계영화 총 흥행수입

중의 비율도 19.3%로 상승되며 3D입체영화 산출은 25%

가 증가됐다. 그리고 3D스크린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2010년 세계 3D 스크린 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

다. 스크린 수 및 흥행수입이 모두 세계1위인 미국은 2010

년에만 3D입체영화를 25편을 선보이며, 흥행에서 20억 달

러로 세계3D입체영화 흥행 중의 35.6%이다.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3D 영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 4억 7,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0년 일본

박스오피스 상위 차트를 차지한 작품은 3D입체영화로 할

리우드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자체 제작한 ‘우

미자루3:더 라스트 메시지(Umizaru3: The Last Message)’

도 포함된다. 한편, 영국은 2010년 3D 영화 시장 규모 4억

2,700만 달러(영국 내 3D 극장 영화 비중은 27.5%)로 명

실상부한 서유럽 최대의 3D 영화 시장임을 입증한다[6].

표 1. 2006-2011년 세계3D스크린 수량변화[7]

2006 2007 2008 2009 2010
디지털 

스크린 

중의비중

북미 206 994 1,514 3,548 8,459 51%

EMEA 12 211 594 3,485 7,909 76%

아태지역 35 80 344 1,584 4,498 56%

라틴 아메리카 5 14 91 362 1,070 91%

총 계 258 1,299 2,543 8,979 21,936 61%

연간성장률 207% 403% 96% 253% 144% --

3D입체영화시장 활동이 활발해 짐과 동시에 3D기술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아바타>촬영에 사용되었던 퓨전 3D

카메라 시스템과 이모션 캡쳐 기술은 더 효율적으로 품질이 좋

고 입체효과가뚜렷한이미지를얻을 수있으게되었으며이모

션 캡쳐는 전통 모션 캡쳐 에 비해 3D촬영과 동시에 캐릭터가

실사장면에 합성된 영상까지 볼 수 있으니 3D촬영시 감독들은

최종결과를 파악하지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된다. 2K (2048*

1080)/4K(4096*2160) 시스템과 전통 24fps 영화를 뒤집어48/

60fps으로 3D입체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은 3D기술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1: 2010년 전 세계 주요 국가별(미국제외) 3D입체영화 시장규모[8]

3. 중국3D입체영화 시장 및 시네마 시스템

3.1 중국 3D입체영화 시장현황 및 전망

중국 3D입체영화 시장은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흥행수입 중 세계5위, 영화 편당 흥행수입은 세계2

위로 상승했다. 특히 중국 3D 영화 시장 규모가 세계6위

로 성장하여, 아주 큰 시장 잠재력을 볼 수 있다.

2010년 중국 3D 영화 시장 규모는 2억 8,900만 달러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에서 상영하던 3D입체영화의

총 22편 중 해외 영화는 18편이고 중국이 제작한 3D입체

영화는 총 4편이다. 해외 3D입체영화는 총매출 4.35억 달

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 3D입체영화는 총매출 834만 달러

를 기록하며 아직은 중국 3D입체영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D극장은 국제화로 발전 하였지만 3D입체영

화의 제작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3D입체영화

의 시장 점유율이 90%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 중국은 자국 영화시장 보호를 위해 해외 영화사는 독

립적으로 중국에서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

3D입체영화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입 3D입체영

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입 되고 있다. 먼저, 중국 영화

수입회사와 매출을 나누는 식으로 협력하거나 중국 영화

수입회사가 국내의 발행권을 전부 사들이는 방법으로 운

영되고 있다. 3D입체영화는 수입영화 중 ‘특별영화’에 속

하여, 매년 20편의 해외 영화 수입 할당액에 포함하지 않

는다.(수입영화 할당액은 발행권이 구매된 영화를 포함 안

함) 이러한 제한이 없는 이유로 중국내 3D입체영화는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0].

2011년 20여편의 3D입체영화가 상영되고 3D스크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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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증가에 따라 3D입체영화 시장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중국의 서극

(徐克)감독은 3D입체영화 ‘용문비갑’을 제작하였다.

3.2 중국 3D스크린 및 시네마 시스템 현황

3D입체영화 시장의 대표 요소 중 하나인 3D스크린의

수량은 3D 영화 시장의 발전 속도 및 규모를 분석하기 위

해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2. 2007-2011년 중국 3D스크린 수량변화[11]

2007 2008 2009 2010 2011
3D 스크린 82 130 700 2020 5355

디지털 스크린 700 800 1600 4100 8393

스크린 총계 3527 4097 4723 6256 9200

3D스크린 비율 2% 3% 15% 32% 58%

표2에서 보여 지듯이 최근 5년간 중국 3D스크린 수량이

급속히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IMAX, RealD 등

상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문회사의 협력을 통해 대형극

장이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며, 현재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IMAX 극장시장을 보유하

고 있다. 올해 중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만달 멀티

플랙스(万達)를 포함하여, 여타 상영회사도 IMAX 극장시

스템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IMAX는 현재

약40관이며, IMAX 스크린 추가 75관 설립을 체결하였고

2013년 까지 설립할 예정에 있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를 위주로 극장 설립이 진행 되었지

만 현재는 중소형 도시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심지

어 농촌에서도 3D입체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12].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해 테스트를 통과하는 ‘중국IMAX’ 북경

UME가 2011년 8월 8일에 정식으로 투입 되었음으로 3D

극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절감되었다. 3D극장은

중국에서 보급이 촉진될 것이며, 3D시네마 시스템 규모가

더 커지면 더 많은 관객들이 품질이 좋은 3D 효과를 감상

할 수 있으면서도 3D관객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디지털 영화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

에서도 상영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DCI 표준을 참고하

여, 모든 3D입체영화는 전국에서 문제없이 상영 할 수 있

게 보장해 주는 상영 규범을 제정했다.

4. 중국의 3D입체영화 제작현황 및 정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3565만 달러,<트랜스포머3>

는 1억7158만 달러 ,<쿵푸팬터2>는 9580만 달러로 헐리우

드 영화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한 반면 중국 3D입체영화

<낙화남자>(樂火男孩), <당길가덕>(唐吉訶德),<제천대성

외전>(齐天大圣前传), <사불상왕>(麋鹿王) 4편의 총 투

자액 1.38억위엔, 총 수입 5000만위엔으로 3D열기 속에 대

패를 당했으며 많은 주목을 받은 3D애니메이션<토협전

기>(免俠傳奇)는 투자액의 10%도 회수하지 못 했다[13].

흥행수입의 큰 차이를 통해서 3D입체영화의 관객이 많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입체 시각효과뿐만 아니라 영

화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3D

제작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은 2010년 국가방송총국

에서 영화 및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지도의견

을 발하여 국가 정책부조 및 업종 기준을 통해서 3D입체

콘텐츠산업을 지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2010년

텐진시(天津)에 중국 첫 3D산업 연구 센터가 설립되었으

며 2012년1월1일 첫 3D채널도 정식적으로 방영되었다.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표한 지도의견[14] 중 금융업은 영

화문화산업에 투자 및 대출을 독려했으며, 고가의 제작비

를 필요로 하는 3D입체영화를 위해 더 많은 자금 루트를

제공한다.

5. 중국의 3D입체영화 산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5.1 중국의 3D입체영화 산업의 문제점

중국 3D입체영화 시장은 점점 국제적인 시장으로 성장되

고 있지만 중국 3D입체영화 산업은 아직 국제화하지 못하

고 있으며 국제의 3D입체영화 수준과 격차가 보이고 있

다. 세계 3D입체 시장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3D입체 산업

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70년대에 3D입체영화가 에로와 공포에 집중하는

내용상의 결핍은 3D입체영화가 발전 하지 못한 주요 요인

이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입체적 시각효과에만 기울이게 되

면 발전에 제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중

국 3D입체영화 기술은 발전 초기에 관객들을 극장까지 끌

어들이는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상

영한 3D입체영화 4편 중 애니메이션은 2편이다. 이 중

<제천대성외전>(齊天大圣前傳)은 옛날 전통 애니메이션을

3D입체영상으로 재탄생 시킨 작품이고, <토협전기>(免俠
傳奇)속의 쿵푸를 하는 토끼를 등장 시켜 관객으로 하여

금 '쿵푸팬더'를 연상하게 한다. 나머지 두 편<낙화남자>

(樂火男孩)는 미국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한 TV영화<High

School Musical>을 모방한 뮤지컬이고 <당길가덕>(唐吉

訶德)은 난잡한 코미디라는 언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

다. 이렇듯 틀에 잡혀있는 내용상의 결핍은 3D입체영화가

발전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국은 3D입체영화제작 기술력이 현저

히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외국 스튜디오와 협력하여 국외

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등을 배제한 외국 시스템을 그

대로 사용할 경우 전문 인력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제

작비가 늘어나며, 독창성이 부족해 계속 외국기술을 의존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상영효과는 이상적인 내용과 시각효과를 최

종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 주는 직접적인 요소로써 3D스

크린의 품질과 상영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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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스크린이 신속하게 증가하는 만큼 국가의 관리 및 감독

체제가 아직 부족하여 3D스크린 사이즈는 표준에 부합하

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5.1 중국의 3D입체영화 산업의 해결방안

스토리는 입체 시각효과보다 영화의 근본 요소로서 우

선이다. <아바타>가 성공한 뒤에 입체시각효과의 극찬과

함께 영화속의 ‘판도라 행성 문화’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비해 보면 중국 3D입체영화는 내용상의 창의력 및 상상

력 부족이 분명하게 보인다. 기존에 있던 내용에만 묶이는

사고방식을 깨고 현재 시대의 생활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력을 넓혀야 한다. 특히 3D입체영화는 시각효과상의

입체감이라는 특성이 있어 더 강력히 감각적이고 동적인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입체효과만을 믿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스토리를 이용하여 모두 3D입체영화로 제

작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스토리와 3D입체기술이 부합

될 때 비로소 3D입체영화로의 탄생이 적절한 것이다.

입체제작기술은 국제 선진적 기술을 배우고 자국 기술

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동시 진행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외국과의 협력은 현 중국 3D입체영상 산업을

고려하면 방식은 올바르며, 외국 기술을 도입해 3D입체영

화를 완성하는 동시에 외국 제작 기술 및 시스템을 습득

하여야 한다. 외국의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

3D입체산업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점을 해결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입체효과에

있어 3D스크린과 상영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

라고 할 수 없다. 3D스크린의 개설이 증가하는 반면 급한

불 끄기 식의 서툰 관리 시스템은 저급한 품질의 3D입체

영화를 관람한 관객의 신뢰를 잃어 다시 시작된 3D입체영

화 전성기가 제3의 퇴폐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내

에서 3D입체영화제작 및 상영 표준을 작성 하여 적용함으

로 3D스크린과 상영시스템의 관리가 용이하다. 이로써 중

국내 어느 곳에서 영화를 관람하더라도 똑같은 품질의 3D

입체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6. 결론

중국 3D시장은 2008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3년만에

세계 6위로 성장했다. 이 신속한 발전 속도는 바로 세계

속 중국 영화시장의 큰 잠재력을 증명했다. 3D스크린 수,

3D입체영화 흥행수입, 3D시스템의 발전, 중국 정부의 3D

입체영화산업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큰 투입과 지지정책

등의 데이터에 의한 통계로 보아 3D입체콘텐츠시대는 분

명히 시작된 것이다. 3D입체콘텐츠시장은 국제화되는 반

면 중국3D입체제작산업은 아직은 발전의 초기단계이다.

세계 3D입체영화의 역사를 보면 50년대를 비롯해 70년대

까지 두 번의 3D입체영화의 황금기를 실패로 막을 내린

가장 큰 요인은 영화 내용과 3D입체제작 기술인 것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3D산업은 70년대처럼 관객들의 신

뢰가 얕아지고 시장 점유율조차 잃어버린 위험한 시점이

다.

세계적으로 또 다시 3D입체영화의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데 수익만을 고려한 영화는 제3의 3D입체영화의 전성기를

다시 타락시킬 수 있다. 미래의 3D입체영화시장 점유를

확고부동 하려면 탄탄한 스토리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3D

입체영화기술을 이용하여 3D입체영화의 황금시대의 필적

하는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 딛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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