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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63년 <피리 부는 목동(牧童短笛)>이 발표된 이래 1980년대까지 중국에서는 우수

한 애니메이션들이 대거 제작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수묵 애니메이션은 중국의 전

통회화 기법을 적용하여 완성도 높은 표현과 중국 고유의 독창적 내용으로 국제적 명

성을 얻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매해 수십 편씩 애니

메이션이 제작되고 있다. 그런데 비약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 수에 비하

여 작품의 성취와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는 이전 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대부분은 흥행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외

형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들은 중국 내 흥행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제적 공감을 얻고 있지는 못하며, 또한 중국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에서 미적, 산업적 성취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외형적 모방보다는 성공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애니메이션의 성취를 위한 요소 중 중요한 하나로 유머를 제기한다. 논의에 앞서 먼

저 앙리 베르그송의 희극성 개념을 통해 유머요인의 일반적 정의를 서술하고, 이를 토

대로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분류체계를 중국 애니메이

션에 대입하여 유머요인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앙리 베르그송에 의하면 유머는 상

황, 언어, 성격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기반 하면서도 애니메이션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각, 상황, 청각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언어표현이 

중시되는 이전 매체에 비하여 다양한 청각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시각적 

요소가 강조되는 애니메이션의 매체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애니메이

션이 2000년을 전후하여 표현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하고 대표작으로 <대뇨천

궁(大闹天宮)>과 <세 명의 승려(三个和尚)>,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 

(喜羊羊与灰太狼之飞马奇遇记)>과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熊出没之夺宝熊兵)>를 선정

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대를 전후로 한 중국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 특성비교는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의 표현에 대한 발전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웃음, 희극성의 종류,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 중국 애니메이션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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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서 문화 콘텐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애

니메이션에 대한 산업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는 

애니메이션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때

로 과열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국가 주도하에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그 결과에 있어 세계적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실정

이다. 역사적으로 주목될 만한 애니메이션 작품 사례를 갖고 있

는 중국 애니메이션이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상황에 대한 보다 분명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산업적으로 성공한 서구의 애니메이션 사례를 양적으로 나열

하기보다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 유머에 주목고자 하였다. 특정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품에서 추구되는 유머

는 당연시 여겨진다. 그에 비해 실체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지

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특성과 장르에 따라 시의 적절하

게 사용된 유머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성립조건이라 할 수 있

으며 중국 애니메이션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이라 하겠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는 캐릭터 디자인과 표현기법, 언어, 

동작 등에 집중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지만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유머에 집중하여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미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

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논의로 발전해왔

다. 애니메이션에서 유머의 적용은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로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 - 

드림웍스의 <슈렉(Shrek)>을 중심으로」는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유머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1),「픽사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나

타나는 유머요인 분석: 앙리 베르그송의 희극론을 중심으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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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희극성(喜劇性) 연구」3)와「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유형에 관한 연구 :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희극론

을 중심으로」4)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유머를 희극론 일반 개념에 

대입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의 유머 연구는 전반

적인 논의이거나 특정 국가인 미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과 같은 그 외의 국가에 대한 사례 분석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애니메이션이 양적 팽창을 이루는 현 시점에서 애

니메이션의 유머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을 

체계화하고 시대를 구분하여 선정한 네 편의 중국 애니메이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적 발전

과 질적 성취를 위한 진지한 논의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941년에 발표된 중국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철선공주>를 

시작으로 2014년 극장용 애니메이션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유의 문화나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다. 

특히 시대에 따라 셀 애니메이션 기법, 수묵화 기법, 3D 애니메

이션 등과 같은 매체의 변화를 통해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해 왔다. 또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은 극장용 애니메이션보

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애니메이션의 유머 특징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1) 박영원, 임유상,「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 드림웍스의 

<슈렉(Shrek)>을 중심으로」, 한국조형예술학회, 2007, p.54. 

2) 김윤정, 「픽사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유머요인 분석: 앙리 베르그송

의 희극론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pp.54-56.

3) 조미라, 「애니메이션의 희극성(喜劇性) 연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7, p.105.

4) 임자연,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유형에 관한 연구 :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희극론 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애니메이션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pp.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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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희극성 이론을 통해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애니메이션 유머요인 분류체계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으로는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5)의 희극론을 근거로 하여 

유머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유머요인 분류

체계를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방법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

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작품을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대표작 두 편씩을 선정하였다. 2000년 이전 작품으로는 <대

뇨천궁(大闹天宮)>과 <세 명의 승려(三个和尚)>, 2000년 이후 작

품으로는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 (喜羊羊与灰太

狼之飞马奇遇记)>과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熊出没之夺宝熊兵)>

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네 편의 작품은 앞서 제시한 애니메

이션 유머요인 분류체계인 시각적, 상황적, 청각적 요인으로 분

석하고 비교하였다. 실제 작품들을 통해 도출해 낸 유머요인 분

석은 제작기술 및 작품성과 더불어 관객들의 수용을 위한 체계적 

논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머의 개념에 대한 문헌자료로써 앙리 베르그송

(Henri Bergson)의 세 가지 분류체계인 성격의 희극성, 상황의 

희극성, 언어의 희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에 관하여 재정립하였다. 애니메이션은 매체 특성에 의

해 언어적 요인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청각적 요인으

로 확대하고 시각적, 상황적, 청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에 적용하여 유머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네 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를 전후하

5) 앙리 베르그송(Bergson, Henri)은 프랑스의 철학자로서 프랑스 유심론(唯心

论)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찰스 로버트 다원(Charles Robert Darwin), 하버

트 스펜서(Herbert Spencer)등의 영향을 받아 생명의 창조적 진화를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은 그의 학설은 철학 ․ 문학 ․ 예술 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

요 저서로는 《사간과 자유의지: 의식의 직접소여에 관한 이론》(1889),《물

질과 기억》(1896),《창조적 진화》(1907),《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1932),

《사상과 움직이는 것》(1934) 등이 있다. 앙리 베르그송(Bergson, Henri), 

정연복 역,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도서출판사 세계사, 1999,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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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국 애니메이션에서 유머를 표현하는 기법은 달라지지만 유

머가 차지하는 역할은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유머 요인 분석은 중국 애니메이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시도

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희극성과 유머의 개념 및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

1. 희극성 이론에 따른 일반적인 유머의 정의

유머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에 의해 조망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희극은 보통보다 못난 사람들

의 모방으로 폄훼하였지만 웃음은 인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로 바라본다고”말하였다. 플라톤(Plato, Platōn)은 자기보다 못

한 사람에 대한 우월함이라 주장하였다.6) 홉스(Hobbes, Thomas)

에 의하면 “웃음의 열정은 오직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

이나 열등감과, 또는 이전의 자기 자신의 열등함과 비교에서 느

끼는 우월감의 인지로부터 야기되는 갑작스러운 기쁨에 불과하

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칸트(Kant, Immanuel)는 웃음의 원인

이 개념과 실제 사물 사이에서 오는 불일치의 인식에서 오며 웃

음은 부조화의 표현7)이라 정의하였고, 긴장되었던 기대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형되는데서 일어나는 꾸밈이라 하였다. 

웹스터(Webster) 국제사전에서는 유머를 우연한 사건, 행동, 혹

은 아이디어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질로써 웃음이나 부조화

(incongruity) 혹은 어색함을 유발하는 것(웃음이나 즐거움), 아

이디어, 상황, 우연한 사건 혹은 조화롭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

고, 표현하고, 평가하는 정신적인 능력(우스꽝스러운 모방 또는 

표현), 우습게 하려는 행동이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8) 프로

이트(Freud, Sigmund)는 “꿈이 불쾌함의 절약에 이바지한다면 

6)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시학』, 문예출판사, 1999, p.31.

7) Thomas Hobbes, Leviathan, New York : Collier, 1962, quoted in 박영원, 앞

의 논문, p.5. 재인용.

8)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SA Merrian-Webster Inc, 

198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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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은 쾌락의 획득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9) 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 참조하고 있는 앙리 베르그송(Bergson, Henri)의 

논의는 서사를 띈 모든 분야의 창작 결과물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애니메이션 유머의 생성에 관련된 여러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앙리 베르그송은 그의 저서인 『웃음』에서 

희극성에 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희극성 발생 요인으로 ‘성

격의 희극성’, ‘상황의 희극성’, ‘언어의 희극성’으로 나누

어 설명하였다. 

그는 희극성에 관해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인간의 범위 밖

에서는 희극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객의 일시적인 무관심이나 

감정 부재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완전한 효과를 위해 순간적 무

감각 상태와 순수한 지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머는 가벼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타인의 작은 결점은 인간의 

웃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타인의 결점에 의해서만 

웃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장점에 의해서도 웃음이 유발된

다. 동시에 희극성은 의도한 것 이외에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함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웃음을 유발하는 인간의 성격적 결

함에 의해 웃음이 유발되는 것은 그 인간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비사회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

이다.

베르그송은 상황의 희극성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기계적인 배열이 분명히 느껴지는 행동과 사건의 배치는 

모두 다 희극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이 

반복, 역전, 중복되어 드러나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희극성이 성

립된다는 의미이다. 앙리 베르그송은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

오는 장난감 상자를 예로 들어 반복(Repetition)의 희극성을 설

명하고 있다. 상자 안에서 튕겨 오르는 용수철의 모습은 돌발적 

상황과 맞물려 상황적 유머의 세부 속성인 반복을 보여주는 예이

9) 지그문트 프로이트 (Freud, Sigmund), 임인주 역,『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2007,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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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전(Inversion）은 등장인물이 생명의 본질적인 면은 지니

고 있으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손 안에서 좌지

우지되는 한낱 장난감에 불과한 것과 같은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견 진지하고 비장하기조차 한 장면이지만 조화롭지 않은 

상황에 의해 유머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Duplication)

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사소하지만 눈 뭉치를 굴릴 때에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적 요인은 반복, 역전, 중복됨으로써 유머

가 발생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베르그송이 정의한 유머요인 중 하나인 언어의 희극성은 단어

의 왜곡과 격이 맞지 않는 문체의 결합, 그리고 문장의 반복, 의

미나 발음을 사용한 말장난 등에 의해 웃음을 유발되는 것으로써 

단순하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상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 단어들의 조합에 의해 상황을 새롭고 창조해내는 것이다. 앙

리 베르그송은 언어가 우리 삶의 피상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우

리의 삶을 배반 한다10)고 말하고 있다.

2.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 분류

애니메이션은 언어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다른 매체에 비해 다

른 요소들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유머를 표현한다. 

따라서 앙리 베르그송의 희극론을 참고하여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매체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애니메이션의 유머는 시각적, 

상황적, 청각적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표정이나 행

동, 효과 음향 등은 언어적 전달 없이 유머를 유발하고 있다. 베

르그송이 구분한 상황적 유머요인의 세부 내용인 반복, 역전, 중

복은 애니메이션의 유머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 적합하므로 그대

로 사용하였다.  

10) 앙리 베르그송, 정연복 역, 앞의 책, p.13, pp.17-19, pp.63-6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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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톰과 제리(Tom and Jerry)>의 유머표현은 

상황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중국 애니메이션 분석에 앞서 유머요인이 잘 드러나

는 애니메이션 중 산업적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애니메이

션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은 선명한 색채와 과장된 동작을 주로 보여주고 있

다. 이 시기 작품 중 <미키와 도널드(Mickey and Donald)> 

(1999), <톰과 제리(Tom And Jerry)>(1940) 등은 희극적이고 과

장된 장면들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애니메이션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작품

들은 창조적인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독특한 

영역을 갖고 있다. 픽사 스튜디오 회사에서 제작한 <토이 스토리

(Toy Story)>(1995)의 발표 이후 디지털 3D애니메이션은 전성기

를 맞게 되었고 세계 전역에서 이를 모델로 하여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애니메이션에서 시각적 유머는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후 분석할 작품인 <대뇨천궁>은 

캐릭터의 과장된 형태와 포즈에 의해 유머가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톰과 제리>와 마찬가지로 <세 명의 승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반복적인 움직임과 행위는 의외성의 유머를 유발시킨다. 

애니메이션에서 상황적 유머는 서사의 흐름에 반하여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전개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복, 

역전, 중복을 통해 부조리한 웃음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

니메이션의 청각적 요인이 유발하는 유머는 앙리 베르그송의 희

극론에서 언어의 희극성으로부터 비롯되지만 더욱 확대된 개념이

다. 실사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서의 청각적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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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대사, 효과 음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애니메

이션에서 청각적 요인은 효과 음향들을 강조하여 드러내므로 언

어의 역할이 매우 약화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

다. 

유머의 

분류

앙리 베르그송 유머의 

세부 요인

유머의 

분류

애니메이션 유머의 

세부 요인 

성격적 

요인
성격의 유머

시각적 

요인
형태 움직임

상황적 

요인
반복 역전 중복

상황적 

요인
반복 역전 중복

언어적 

요인
언어의 유머

청각적 

요인
음악 대사

효과 

음향

표 1. 앙리 베르그송의 유머요인을 참고하여 재정립한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 분석표

애니메이션의 유머는 긍정적인 강화제로 작용하여 관객의 기분

을 전환시킬 뿐 아니라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작품을 친밀하

게 받아들이게 한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유머는 작품의 

흥행 및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1994년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라이온 킹(The Lion King)>을 생각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유머가 적절히 배치된 작품일수록 관객의 

수용과 흥행에서 커다란 성공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유머는 

관객에게 작품의 우호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

과 내용도 오래도록 기억시킨다.11) 

Ⅲ. 중국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 분석 

1. 중국 애니메이션의 유머표현

11) 임자연,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유형에 관한 연구: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희극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애니메이션 전공 석

사학위논문(2007, 8),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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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 가지로 체계화 한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으로 중국 애

니메이션 작품분석을 시작하겠다. 중국 애니메이션은 만 씨 형

제12)는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들은 1926년에 중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대뇨화실(大闹画室)>을 만들었고, 1941년에 중국 최

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아시아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철선공

주(铁扇公主)>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

에서 상영되어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그림 2. 왼쪽부터 <대뇨화실>, <철선공주>, 

그리고 <교만한 장군>의 이미지.

이 작품은 중국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무대로 진출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49년에 중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것은 애니메이션계에도 전면적인 영향을 미쳤다. 목각인

형을 사용하여 제작된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 <작은 영웅(小小

英雄)>(1953)이 제작되었고, 1955년에는 <까마귀는 왜 검은가(乌
鸦为什么是黑的)>를 발표한다. 이 작품은 국제 애니메이션 대회

에서 수상함으로써 중국 애니메이션의 독창성을 증명하였다. 

1956년에 발표된 <교만한 장군(骄傲的将军)>은 전통적인 조형 특

성으로 제작되었으며 중국의 전통 연희물인 경극을 참고하여 캐

릭터의 표정과 동작을 과장하였고, 전통 음악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였다.  

1958년에는 중국 고유의 예술형식인 전지(剪纸)기법을 사용하

여 <수박 먹은 저팔계 (猪八戒吃西瓜)>가 제작되었고, <물고기 

12) 만뢰명(万籁鸣), 만고섬(万古蟾), 만초진(万超塵), 만척환(万涤寰) - 한창

완, 「저재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한울아카데미, 2003,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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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아이(渔童)>(1959), <제공의 귀뚜라미 놀이(济公斗蟋

蟀)>(1959), <황금 소라(金色的海螺)>(1963) 등이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수박 먹은 저팔계>는 캐릭터의 유머러스한 형

태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작품 속 캐릭터인 저팔계(猪八戒)는 

수박을 탐하는데 손오공(孙悟空)의 장난으로 난처한 처지에 처하

게 되며 이 모습을 통해 웃음을 준다. 이 작품의 주제인 게으름

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계몽적 내용은 웃음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되었다. 1960년에는 중국의 전통기법인 수묵화를 

애니메이션에 결합하여 전 세계 애니메이션계에 큰 울림을 가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엄마 찾는 올챙이(小蝌蚪找妈
妈)>(1960년), <피리 부는 목동(牧童短笛)>(1964) 등이 있다.

  그림 3. 중국 전통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고기 잡는 아이>, 

<제공의 귀뚜라미 놀이>, 그리고 <피리 부는 목동>의 이미지. 

 

1980년에 발표된 <세 명의 승려(三个和尚)> 또한 현대적인 표

현을 반영하면서도 중국 고유의 예술형식을 계승하여 제작되었

다. 작품에서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캐릭터와 생동감 있는 움직임

이 눈에 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법이 시도되었는데 인형 애니

메이션인 <아범제의 이야기(阿凡提的故事)>(1980)는 과장된 표현

과 유머러스한 대사로 생동감 넘치게 장면을 묘사하여 호평을 받

았다. 1999년에는 상하이 예술영화사에서 중국의 신화를 배경으

로 한 애니메이션 작품 <보련등(宝莲灯)>을 완성하였다. 장편애

니메이션 <서유기(西遊記)>(1999)와 <나위가광(我为歌狂)>(2002)

은 부분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형식을 차용하였고, 비슷한 시

기인 2005년에 <시양양과 후이타이랑(喜羊羊与灰太狼)>(2005)이 

발표되었다. 2012년에는 디지털 풀(Full) 3D 애니메이션 <곰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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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出没)>이 발표되었다. 

2. 2000년 전후의 중국 애니메이션 유머요인 비교

1) 2000년대 이전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

작품 제목 작품 이미지 세부 내용
작품 유머의 

특징

<수박 먹은 

저팔계)>(195

8)

만고섬(万古

蟾) 감독

 저팔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교훈적 

이야기

형태, 

움직임, 

반복, 역전

<대뇨천궁>(1

961,1964)만

뢰명,당징(万

籁鸣,唐澄) 

감독

 손오공이 

용궁에서 소란을 

피우고 천신에 

저항하는 이야기

움직임, 

역전, 중복,

효과음향

<아범제의 

이야기>(1980

)

근석,류혜의(

靳夕，刘蕙仪
) 감독 

 아범제가 그의 

지혜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도움 

주고 부자와 

국왕의 악행을 

처벌하는 내용

 형태, 

움직임, 역전

<세 명의 

승려>(1981)

아달(阿达) 

감독 

 세 명의 승려는 

서로 다투지만 

결국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형태, 

움직임, 

반복, 중복, 

역전, 음악, 

효과음향

<보련등>(199

9)

상광희(常光

希) 감독

주인공 진향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야기

움직임, 

역전, 음악

표 2. 2000년대 이전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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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중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철선공주>는 중국 고유

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후 수묵, 피영희, 인형 등의 기법으

로 다수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 작품으로는 <수박 

먹은 저팔계(猪八戒吃西瓜)>(1958), <대뇨천궁(大闹天宮)>(1부 

1962년、2부 1964년)과 함께 인형 애니메이션인 <아범제의 이야

기(阿凡提的故事）>, <세 명의 승려(三个和尚)>(1980), 그리고 

<보련등(宝莲灯)>(1999)13)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애니메이션 작품 중 

2000년을 전후하여 네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작품들

은 유머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들로써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 보았다. 2000년대 이전의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서 유머

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1964년에 상영된 <대뇨천궁>과 1981년

에 상영된 <세 명의 승려>를 분석하였고, 2000년 이후의 작품으

로는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과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를 선정하여 유머요인을 분석하였다. 개별 작품의 유머요

인은 <표 1>에 제시한 분석표에 따라 캐릭터의 형태, 움직임에 

의한 시각적 유머와  반복, 역전, 중복에 의한 상황적 유머, 그

리고 음악, 대사, 효과음향에 의한 청각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먼저 2000년 이전 중국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이 잘 드러난 작

품으로는 <대뇨천궁>과 <세 명의 승려>를 분석하였다. 2000년 이

전의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중국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

면서 유머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준

다.     

(1) <대뇨천궁>의 유머요인 분석

<대뇨천궁>은 중국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으로서 1961년

과 1964년에 걸쳐 1, 2부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신화

를 소재로 하여 압제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충돌과 투쟁을 그리

13) 황선길, 「애니메이션 영화사」, 범우사, 1999,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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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주인공인 손오공은 과감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캐

릭터로서 천신의 신권에 반항하는 대담함을 보이는데, 두려움을 

모르는 정신과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옥황상제, 용왕, 천신들

은 거만하고 독단적인 태도로 잔인함을 보이는데 이는 지배자의 

우매하고 무능한 성격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작

품은 독특한 기법과 표현을 통해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화

려한 색채와 조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대뇨천궁>에서 신관 이랑신(二郎神)과 손오공이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싸우는 장면.

작품에서 원숭이들은 과일을 따며 즐겁게 놀고 있다. 손오공이 

등장하면 원숭이들은 더욱 크게 환호하며 활발하게 움직인다. 

(0:01:50 ~ 0:03:25) 이러한 캐릭터의 움직임은 거듭되고 강조되

어 시각적 요소를 통한 중복의 유머요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

각적 요소에 의한 변화의 발전이라는 중복의 유머요인은 천신인 

이랑신과 손오공이 서로 동물 모양으로 변신하며 싸우는 장면에

서도(1:35:23 ~ 1:37:30) 강조된다. 둘은 서로 천적으로 변신하

여 잡아먹고 먹히는 공격의 패턴을 과장된 움직임으로 거듭함으

로써 중복의 상황적 유머요인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배경 음악은 타악기 중심의 중국 전통 음악을 사용

함으로써 청각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청각적 요소는 

원숭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작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작품

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작품에서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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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사 없이 배경 음악과 효과음향 만으로 싸움의 긴장감을 

높이며 청각적 요소에 의한 유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세 명의 승려>의 유머요인 분석 

아달 (阿达)14)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인 <세 명의 승려>는 중

국의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독특하고 단순한 디자인

의 캐릭터는 세 인물의 각기 다른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회화 기법으로 생기 넘치게 그려진 배경 이미지는 화

면 위의 형상들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세 명의 승려>의 등장 장면은 청각적 요소를 

시각적 유머요인과 결합하여 보여준다.

키가 작은 승려는 배경 음악에 따라 리듬감 있게 등장한다. 

(00:30 ~ 01:10) 그는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늘을 나는 두 마리 

새와 함께 돌아가는 머리를 통해 음악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 캐

릭터의 움직임은 시각적 요소를 통한 유머를 보여주는데, 바닥에 

14) 아달(阿达): 애니메이션 감독. 대표작품으로 <나타 뇨해>(哪吒闹海), <나비

천>(蝴蝶泉), <세명의 승려>(三个和尚), <서른 여섯 개의 글자>(三十六个字), 

<슈퍼 비누>(超级肥皂), <신장적 초인종>(新装的门铃)등이 있다. 

   한창완,『애니메이션 영상미학』, 한울, 1998, p.178-181.



204

있는 거북이를 밟고 넘어지는 동작과 같은 소소한 사건을 통해 

유머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서사의 흐름을 전개함에 있

어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배경 음악과 음향효과에 맞춰 걷는 캐

릭터의 행동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시각적 유머의 

예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키가 큰 승려가 음악에 맞춰 등장하면 그 뒤를 이어 나비 한 

마리가 바짝 쫓는다. 아무리 쫓아도 계속 따라 붙는 나비가 이상

하다고 여겨질 즈음 그의 소매 속에 꽃 한 송이를 숨기고 있음이 

밝혀진다. (0:04:15 ~ 0:04:55) 이 장면에서 키 큰 승려 캐릭터

의 동작은 매우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데 이 움직임을 통해 애니

메이션의 특징적인 시각적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키 큰 승려의 

주위를 집요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와 이를 쫓아내기 위해 안간힘

을 쓰는 캐릭터의 몸짓은 서로 상응하여 즐거움을 준다.

그 뒤를 이어 뚱뚱한 승려가 등장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그

의 얼굴은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했다가 뒤이어 갈색에서 붉은색

으로 변한다. 그는 물을 발견하자 재빨리 뛰어 들어간다. 물가로 

나온 그가 발의 간지러움을 느끼고 신발을 벗어보니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다. 그는 신발 속의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고 길을 

계속 간다. (08:15 ~ 09:31) 귀엽고 천진난만한 인물의 성격은 

시각적 외형을 통해 파악된다. 이 작품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해 

캐릭터의 안색이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되고, 또 갈색에서 붉은

색으로 바뀌는 등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중복

의 패턴을 통해 상황적 유머요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청각적으로 즐겁고 경쾌한 현악기의 리듬이 작품의 

특징을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뚱뚱한 승려가 시냇물을 조

심스럽게 지나가는 모습과 음악은 서로 조화되어 귀엽고 천진난

만한 캐릭터를 강조하고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세 명의 승려가 서로 눈치를 보며 게으름을 피우며, 수행하는 

척 하는 모습은 매우 능청스럽게 표현되었다. 이때 한바탕 뇌성

벽력과 거친 바람이 불며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내리면 물

을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세 명의 승려는 그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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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작품 이미지 세부 내용
작품 유머의 

특징

<나위가광>(200

1)

호의홍(胡依红) 

감독

학생 밴드들이 

자신의 꿈인 

음악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

형태, 

움직임, 대사

<나타전기>(200

3) 

장려(张 藜) 

감독

소영웅의 등장과 

성장담
움직임, 역전

<해피 

슈퍼맨>(2010）

황위명(黄伟明) 

감독

해피 슈퍼맨과 

친구들이 악의 

세력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험담

형태, 

움직임, 

반복, 

역전, 중복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2014) 

간요종(简耀宗) 

감독

왕자가 천마 

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양양과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이야기

형태, 

움직임, 

반복、역전, 

중복, 대사, 

효과음향 

서로 물지게를 뺏으려 소동을 벌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먹구

름은 급속히 지나가 버리고 다시 태양이 나온다. (0:11:45 ~ 

0:14:08) 이 장면은 예상과 달리 전개되는 역전된 상황적 요인에 

의한 유머를 보여준다. 마지막에 실망한 세 승려의 모습은 캐릭

터의 형태 변화를 통해 시각적 요소로 유머를 유발하고 있다.

두 작품은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비중이 높은 애니메이

션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대뇨천궁>은 시각적 유머요인

에 보다 집중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세 명의 승려>는 시각

적, 상황적, 청각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만, 청각적 요인을 보

다 강조하고 있다. 

2) 2000년대 이후에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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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출몰의 보물 

빼앗기>(2014)

정량(丁亮) 

감독

대머리 강과 곰 

형제가 납치되어 

숲을 지나던 

소녀를 구하는 

이야기

형태, 

움직임, 

반복, 역전, 

중복, 음악

표 3. 2000년대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분류

1990년대에 중국에는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이 대량 유입된

다. 이 시기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형태는 하청 산업 의존적이

었기 때문에 기획 인력은 부족하고 부분 기술영역에 편중되어 있

었다. 그로 인해 중국 애니메이션의 순수한 창작품은 축소되었

고, 관객은 중국 고유의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2002년부터 중국 애니메이션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부흥기를 맞는다. 열정적인 젊은 작가들이 대거 유입된 

중국 애니메이션은 국가 정책과 맞물려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 방영용 애니메이션인 <나위가광(我为歌狂)>(2002)

은 청소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나타전기(哪吒传奇)>(2003), 

<해피 슈퍼맨(开心超人)>(2010),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喜羊羊与灰太狼之飞马奇遇记)>(2014), <곰출몰의 보물 빼

앗기((熊出没之夺宝熊兵)>(2014)와 같은 애니메이션들은 중국 고

유의 인력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순수 창작품으로써 청소년층을 

파고 들었다. 이제 2000년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인 <시양양

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과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를 유

머요인 체계에 의해 분석하기로 하겠다.

(1)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모험>의 유머요인 분석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은 TV 방영용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서 

2005년 발표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었으며 극장 판 애니메이션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미국 대모험>의 제작으로까지 이어졌

다. 이 작품은 작품 속 동화라는 액자구조의 형식을 취한다. 작

품의 주인공인 왕자는 난쟁이의 도움 받아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

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천마 성에 살던 왕자는 뜻밖의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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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초원에 떨어지고 만다. 시양양(喜羊羊)과 친구들은 왕자가 

천마 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

하고 천마 성의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재난을 당하여 낙

담하기도 하지만, 왕자와 양들은 같이 천마 성을 구하고 왕자는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림 6.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미국 대모험>에서

페이양양이 장난하며 비행하는 장면.

  

이 작품은 시각적 유머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여 사용하

고 있다. 란양양(懒羊羊)으로 분장한 공주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머리를 돌리는 장면에서는 아름답지 않은 공주라는 (0:01:06 ~ 

0:01:46) 역전된 상황으로 웃음이 유발된다. 또 잠을 자며 사탕

을 먹는 공주의 모습에서는 기사로 분장한 페이양양(沸羊羊)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입 모양이 변형되는데 이를 보고 놀라는 친구

들의 표정 등에서 시각적 유머가 발생한다. 또 페이양양이 장난

을 치며 하늘을 날아 숲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손에 새 한 마

리를 들고 있다. 관객의 의아함은 곧 설명된다. (0:15:40 ~ 

0:15:54) 페이양양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날다가 나무에 부딪

히는데 이때 새가 함께 떨어진 것이다. (0:15:20 ~ 0:15:25) 이 

장면은 상황의 의외성으로 인해 웃음이 유발되는데, 관객은 새를 

들고 나타나는 페이양양과 뒤이어 설명되는 진실 사이에 등장하

는 시간적 간격에 의해 상황의 역전을 느끼게 된다. 또한, 숲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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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춤을 추던 두 개구리가 그 옆을 빠르게 비행하던 페이양양

에 의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어지러워하다가 쓰러지는 모습 등

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시각적 유머요

인으로 볼 수 있다. 

  

(2)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의 유머요인 분석

<곰출몰>은 2012년 완성된 TV 방영용 시리즈로서 디지털 3D 애

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은 과장된 스타일로 제작되었는데, 벌목공 

'대머리 강'(光头强)과 파괴되는 숲을 보호하려는 곰 형제의 결

투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는 <곰출

몰>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로써 대머리 강이 곰 형제와 함께 

납치되어 숲을 지나던 소녀를 구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어린 소

녀를 납치한 악당에 맞서 싸우고 소녀를 구해 부모 곁으로 돌려

보낸다. 동시에 숲을 파괴하려는 일당의 음모로부터 모두를 구한

다. 

그림 7.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에서 대머리 강과 경찰이 다시 만난 

장면.

  

대머리 강은 소녀가 차 안에서 장난을 치자 테이프로 소녀의 

몸을 고정한다. 경찰은 대머리 강을 납치범으로 오해하여 인질을 

풀어주라고 명령한다. 대머리 강은 소녀 몸에 감긴 테이프를 풀

기 위해 칼을 들고 있다가 경찰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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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 ~ 0:20:35) 이러한 상황은 경찰과 대머리 강 사이의 대

화로 반복되며 웃음을 유발한다. 이 장면에서는 시각적 요소의 

비중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실수로 던져진 칼에 의해 경찰이 

공격당할 때 캐릭터의 표정은 매우 과장된 상태로 변형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대머리 강은 우유를 구매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가는

데, 오르막길을 만나 힘들게 올라가다가 경찰을 다시 만난다. 그

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고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연 나타난 내리막길에 인해 당황한다. (0:32:50 ~ 0:34:25) 이

때 길 아래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경찰과 대머리 강

은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을 반복하며 유머를 창출한다. 이 장면

에서는 극적인 탈출의 성공과 뒤이어 등장하는 장애에 인해 역전

되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웃음이 유발된다. 대머리 강의 과장된 

표정 변형은 시각적 유머 효과로써 강조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은 시각적, 상황적, 청각적 유머요인 특성을 모두 

보여주지만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미국 대모험>은 시각적 요

인과 상황적 유머요인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는 시각적, 상황적 유머요인을 모두 비중 있게 사용하면

서도 청각적 유머요인을 놓치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인 희극성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을 분

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한 애니메이션의 유머요인을 기준

으로 작품 분석을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작품을 선정하여 유머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희

극성의 성격, 상황, 언어적 요인은 애니메이션의 매체 특성에 맞

춰 시각, 상황, 청각적 요인으로 재정립되었다. 이를 중국 애니

메이션 작품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형태와 움직임의 시각적 요

소와 반복, 역전, 또는 중복이라는 상황적 요소를 통하여 유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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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 예가 모든 작품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음악, 대사, 또

는 효과음향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통한 유머는 <세 명의 승려>와 

같이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음악과 효과음향을 통해 표현하고 있

는 작품에서 매우 잘 드러났다. 이 작품은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캐릭터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어 기획과 제작과정에서 결정된 

설정이 애니메이션의 성취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각각의 작품에서 서로 다른 특징 보여주었다. 2000

년 이후의 작품인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는 픽사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마국 대

모험>과 함께 시각, 상황, 청각적 요인이 나머지 작품들에 비해

서 비교적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전 

작품 중 <세 명의 승려>는 한 차례도 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

만 음악과 효과음향 등의 청각적 요인과 시각, 상황적 요인을 고

루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요인에 비해 상황적 요인과 청각

적 요인의 비중이 크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대뇨

천궁>은 상대적으로 시각적 요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지만, 상

황적 요인도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시기별 유머 생성방

법에서 발견된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은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다. 2000년 이전의 작품인 <대뇨천궁>과 <세 명의 승려>는 청각

적 요소 중 대사에 의한 유머는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배경음악과 효과음향으로 유머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시

각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에 의한 유머를 집중하여 드러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의 작품인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비

마국 대모험>과 <곰출몰의 보물 빼앗기>는 시각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 청각적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활용되었는데, 2000년 이

전의 작품과 비교하면 세 가지 유머요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적 유머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와 개별 작품에 따라서 작품의 특징은 달리 드러

났으며, 서로 다른 유머에 의해 차별화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형태와 움직임의 시각적 요인, 그리

고 반복, 역전, 중복이라는 상황적 유머요인이 모든 작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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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뇨천궁>은 캐릭터의 내면적인 요인을 

드러낼 수 있는 형태에 의한 유머를 강조하였는데, 캐릭터를 디

자인할 때부터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세 명

의 승려>는 청각적 요인에 인한 유머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이야

기의 흐름에 따라 벌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하였고, 대사를 대신하

여 형태나 움직임의 시각적 요인을 통해 서로 상응하게 하였다. 

또한 반복, 역전, 중복의 상황적 요인을 통해서도 유머를 드러내

고 있다. 중국 애니메이션에서의 전반적인 내용별 유머 형성에서 

시각적, 상황적, 청각적 많은 요소로 분석되었다. 중국 애니메이

션에서 캐릭터 및  설정은 이야기 전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일 뿐만 아니라 유머의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정

하고 분석한 결과 유머요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은 이미 있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중국 애니메이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머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상황적, 청각적 요인으로 애니메이션의 

유머를 분류한 것은 중국 애니메이션의 현재를 살펴보기 위함이

었다. 분석 결과 중국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유머요인은 애니메이

션의 공통적인 유머요인인 형태와 움직임의 시각적 요인, 그리고 

반복, 역전, 중복된 상황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사에 

의한 유머는 거의 없으며 음악과 효과음향을 위주로 한 청각적 

요인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에서 캐

릭터 및 배경의 설정은 내러티브를 강조하기 위한 가장 핵심 요

소로 사용되었지만 중요한 유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작품의 유머 요인은 작품의 고유한 스타일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유형을 보인다. 애니메이션의 유머

는 작품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형태,  동작, 표

정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청각적 요소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

해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이야기의 내부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유머요인의 적극적 활용은 다수의 관객과의 소통을 



212

전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성취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중국

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예술적, 산업적 성취를 위해

서는 유머요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중국 

뿐 아니라 해외 애니메이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적

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향후 애니메이션의 유머요

인 활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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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to the Essential Factors of Humor Emerging in Chinese 

Cartoon Around Year of 2000

Dong, Peng · Oh, Jin-Hee

  Since the launching of <The shepherd boy Piccolo> in 1963, a 

large amount of outstanding cartoons had been produced in China by 

the year 1980. During this period of time, international reputation 

was achieved with the extremely full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 

stories originated from Chinese culture. Decades of cartoons were 

produced ever year benefiting from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last years. However, the quality and in fluence power dropped down 

comparing with the increasing productivity. The outward followed by 

examples of successful international box office most of the 

animation made in China. These cartoons did not obtain admitting 
internationally, or disclose any traditional speciality of China, 

although the domestic box office is considered to be fairly 

successful. The key factors to the successful cases should be 

analysed and researched rather than simply estimating, in order to 

achieve both artistic and commercial success. Factor of humor, as a 

key element of a successful cartoon is proposed in this thesis. 

Prior to the discussion, a general definition of humor factor is 

described through Henri Bergson’s comedy concept, based on which 

the key factors of humor will be analysed. A classification system 

would be derived and introduced as a tool for the analysis of humor 

factors. According to Henri Bergson, Humor is determined by 

circumstance, language and character factors. Humor factors are 

divided into visual, scene and acoustic factors in this research 

taking the Speciality of cartoon media into consideration. It is the 

speciality that, in addition to the visual and language factors, 

multiple acoustic elements are also introduced in such a 

presentation pattern. This classification system would be 

considerably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humor factors in Chinese 

cartoons. In this study, around the year 2000 to share the Chinese 

animation masterpiece were analyzed by selecting <The Monkey 

Creates Havoc in Heaven> and <Three Monks>, <Meet The Pegasus> and 

<Boonie Bears: To the Rescue>. This discussion about key factors of 



215

humor is likely to be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artoons in the future.  

  Key Words : laugh, kind of comedy, humor factors of animation, 

chinese animation of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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