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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악당 캐릭터 분석 :
미국과 중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특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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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Animation Characters i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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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birth of animation, the United States has created many classic characters. For example, Mickey
Mouse and Minnie, Tom and Jerry, Lion King, and Nemo, which are imaged with animal images, include Snow
White, Bell, Mulan, and Aladdin. In addition, there are villain characters designed with strong personality and
personality design, such as Snow White's stepmother Grimheel, Ursula, Bad Girl Crew El Radville, Scar, Captain
Hook, and so on. These animation characters have been remembered for a long time with stories in people's
minds, and have also brought laughter and emotion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which has brought a lot of
business value to animation companies. Recently, the villain of American animation works is becoming more and
more suited to the taste of the audience. The villain is not a symbolic image of the brutality we have seen before.
They are not only visual images with rich and diverse personalities, but are also designed to suit the tastes
of the public with a multifaceted inconsistency. They appear as ordinary people in our lives in works, or as powerful
people who are not realistic. The villain characters designed in this way are real human miniatures appearing
in the relationships in our lives, and they cannot judge good or bad only by their appearance. Through the study
of villains in American animation, many villains in American animation were summed up, and villain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rutal, violent, and sneaky. Based on this,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appearance
and attire of the villain character in American animation, and to create a vivid and popular image of the villain,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 of the character should be emphasized when constructing the shape and costume
of the villain character. In conclusion, the attractive formation of villain characters is an important part for successful
animation. The production of vivid and long-lasting villain characters must begin with detailed settings such as
personality, shape, and dress from the planning stage, which is not only the intention of the producer, but also
a reflection of the aesthetic psychology that society should pay attention to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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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은 캐릭

터의 관계를 통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며,

캐릭터의 성격과 디자인 또한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

다. 즉,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캐

릭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상 콘텐츠는 캐릭터의 관계에 의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스토리를 주되게 이끌어가는 주인공 캐릭

터가 있다면 그의 목적 달성에 있어 방해 요소인 악당

캐릭터를 등장시켜 스토리상의 극적인 플롯을 만들어

주어 작품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대

게 영화 속 악당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유추되는 형상

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애니메이션 속의 악당 캐릭터

는 외모와 성격, 대사, 몸짓 등에서 흉측하게 그려지기

보다는 개성 있는 성격과 외모를 겸비한 매력적인 캐

릭터로 등장하여 주인공 캐릭터와 함께 대중들에게 사

랑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듯 애니메이션 속

의 악당은 다양한 형태의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기

에 외모로만 그들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 특히나 미

국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주인공, 악당,

조연의 예외 없이 모두 독특한 성격과 독창적이고 사

랑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일상생활 속 인

간의 모습처럼 친근하게 의인화되어 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

로 긍정적인 성향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기

획의 중점을 두며 악당은 정형화된 법칙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은 상업화 수요 증가

와 기계적 생산시스템으로 인해 패스트푸드 문화와 같

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기획

된 캐릭터의 부재로 중국 애니메이션 속의 악당은 민

족적 특색이 결여되어 있다. 캐릭터의 성격이나 외모

는 대부분 두 기이한 피부색, 일그러진 이목구비, 악독

한 성격 등으로 그려진다. 또한, 다른 나라의 작품을

맹목적으로 흉내 내거나 악당 이미지의 정형화 및 기

타 측면에 캐릭터 진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공감과 집중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해 악당 캐릭터 형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고전

적인 악당 캐릭터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 애니메이션의

악당 캐릭터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악당 캐릭터 설계 시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요소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1.2 연구방법

대중에게 사랑받는 악당 캐릭터의 설계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악당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연구

를 토대로 악당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

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속 악당들의 3가지 성격적 특성

을 파악하고 성격 유형에 따른 악당 캐릭터 외모를 분

류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작품

속 악당은 이 세 유형만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미국 클래식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

고 그 중 유형 경계가 뚜렷이 분류되는 악당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성격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악당 및 그

외 소수로 분류되는 유형의 악당은 본 연구의 범주에

서 제외하였다.

미국의 클래식 애니메이션은 1937년도부터 1999

년도 사이에 제작 상영된 억대의 흥행수입을 세운 적

이 있는 애니메이션 전 단계를 클래식 애니메이션으로

범주화하였다.

2. 악당의 이론적 고찰

2.1 악당의 개념

악당은 모든 서사 영역에서 주제를 표출하는 효과

적인 도구로 쓰인다. 악당은 주인공의 반대편에 선 인

물인 동시에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며 주인공이

물리쳐야만 할 적이다. 하지만 악당이 나타남으로서

미덕과 악덕이 선명하게 대립하고 과거와 미래가 맞서

고 현실과 판타지가 부딪힌다. 그리고 주인공이 악당

을 물리치는 순간 마침내 숨은 것이 드러나고 진실은

거짓을 딛고 올라선다[Choi, 2009].

악당의 사전적인 의미는첫째, 악한 무리, 나쁜도당,

악도(惡徒), 둘째, 악한이다. 악당은 악행을 저지르면

서 주인공에 적대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판타지에서의

악당은 남자 혹은 인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마법적 존재

나 다른 생명체인 경우도 흔하다[유영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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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악당의 의미

2.2.1 애니메이션 악당의 의미

(1) 주인공의 부각

주인공은 보통 저자의 의지 표현이며, 저자의 인생

관과 가치관을 전달하며,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풍부하

고 완전한 캐릭터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관점에서만 형상화하면 얇고 설득

력이 떨어진다. 다른 캐릭터로 측면을 받쳐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제작 수법이다. 주인공의 대립 면에서

는 악당으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이다. 악당들은 보통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품성이

열악하며 주인공의 좋은 품성을 반영할 수 있다. 악당

은 일반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며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서 주인공은 보통 약하다. 이러한 실력 대비는 주인공

의 마지막 승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준다.1)

(2) 스토리의 촉진

작품마다 주선이 하나씩 있고, 그 주선을 둘러싸고

스토리가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악당은 끝까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품에서 주

인공의 행동은 악당과의 싸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2)

(3) 작품 예술적 장력을 강화

처음부터 끝까지 순풍에 돛을 단 작품은 유쾌하면

서도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적당한 굴곡은 줄거리를

작품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악당은

굴곡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악당 캐릭터의

이용은 애니메이션 중에 중요한 수단이다.3)

세상 만물은 항상 대조적으로 존재하고 검은색이

있으면 흰색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악함이 존재

한다. 주인공이 중요하지만, 악당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빛을 잃는다. 품성이 열악

한 악당을 통해 주인공의 좋은 품성을 반영할 수 있다.

영화 속의 갈등은 현실 생활의 모순 표현이다. 사람의

성격, 심리 활동의 모순으로 구성된 내부 갈등과 사람,

사회, 자연력 간의 모순으로 구성된 외부 갈등이 포함

1) 주멍루(周夢茹), “애니메이션 작품 속의 악역 연구(動漫
作品中的反派角色研究)”, 석사학위논문, 2015, 6쪽.

2) 주멍루(周夢茹), 앞의 논문, 6쪽.
3) 주멍루(周夢茹), 앞의 논문, 6쪽.

된다. 사람 내면의 모순은 내부 갈등을 드러내는 열쇠

이고 외면의 갈등을 드러내는 역할로 악당을 빼놓을

수 없다. 악당은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며 스토리의

흐름을 리드미컬하게 만들어낸다. 한치 앞을 알 수 없

는 스토리의 흐름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2.2.2 관객에게 악당의 이미

첫 번째는 악당의 반역이나 심지어 일어난 반란을

통해 관객은 현실에서 축적된 불만을 풀고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줄 수 있다.4)

두 번째는 악당은 실제로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면

을 투영한 것이다. 악당이 결국 타도됐을 통했고 긍정

적인 에너지가 퍼다.5)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

한다. 어두운 면에는 공격성,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악당은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생각과 행동을 구현한 것

이다. 관객은 악당의 폭력행위를 통해 실생활에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길게

기억하지 않는 반면 좋지 않은 것은 깊게 기억한다.

악당은 교육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영향력 있는 영

화가 실제 악인을 교화시킬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훌륭한 영화 작품은 실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관객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작용을 하기도 한다.

3.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악당

3.1 악당의 유형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이후 미국은 많은 고전적인

캐릭터를 창조해 왔다. 예를 들어 동물이미지로 형상

화한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 톰과 제리, 라이온

킹, 니모 등과 인물형상의 캐릭터로는 백설 공주, 벨,

뮬란, 알라딘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격과 특성이

강렬하고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악당 캐릭터도

있는데, 백설 공주의 새어머니 그림하일드, 우르술라,

나쁜 여자 크루 엘 라드 빌, 스카, 후크 선장 등이 그러

하다.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4) 주멍루(周夢茹), 앞의 논문, 7쪽.
5) 주멍루(周夢茹), 앞의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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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전 세계 사람

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애

니메이션 기업들은 많은 상업적 가치를 가져왔다.6)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는 가장 중요한 표현 대상이

다.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내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명확

한분류가 있었다. 선한 것, 악한 것, 똑똑한것, 어리석

은 것 등이다. 우진궈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성격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명랑형, 우울형, 유연형, 광

포형, 어련무던형, 간사형, 방종형, 근근형, 부지런형,

나태형, 용감형, 비겁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7)

악당에 대한 구분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여

러 가지 사념과 사악한 행위를 한데 모은 악당, 외모와

능력이 주인공과 유사한 악당, 요염하고 매력적인 여

성의 악당, 어떤 심리적 결함을 지닌 극단적인 악당,

비참한 삶의 경험으로 사악해진 악당, 주관이 없고 다

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악당, 아니면 성격이 사악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 주인공의 행동을 방해하기 좋아하

는 소인물 등이다.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악당들은 그들의 다른

조형적 특징을 통해 그들의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그

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악당의 진실한 악함을 느낄 수

있다. 캐릭터들의 성격 분류 이론에 근거하여, 미국 애

니메이션에 많은 악당을 총결하며 악당은 흉악형, 난

폭형,음흉형등 3가지로 분류된다.

애니메이션 작품 속 악당은 이 세 유형만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클래식 애니메이션의 대표

적인 작품을 선별하고 그 중 유형 경계가 뚜렷이 분류

되는 악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성격 유형이 명확하

지 않은 악당 및 그 외 소수로 분류되는 유형의 악당은

본 연구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3.1.1 흉악형 악당

흉악형 악당은 흉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다. 그 행위,

성격과 용모가 모두 흉악하고 무섭다. 이런 악당은 주

인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모순 충돌이 첨예하다.

6) 장징(張靜), “미국의 고전 애니메이션 캐릭터 조형 사례
에 관한 연구(美國經典動畫角色造型案例的研究)”, 석
사학위논문, 2008, 5쪽.

7) 우진궈(伍振國), “애니메이션연출(影視動畫表演)”, 베이징
중국과학 기술출판사(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9,
65쪽．

대표적인 것은 초기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의 마녀의

이미지이다. 흉악형 악당의 행위는 매우 극단적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며, 악한 세력의

화신이 되기도 한다.

이런 성격의 악당은 초기 미국 디즈니 애니메이션

에서 가장 흔했고,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진, 선, 미

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종종 강

력한 힘, 슈퍼 마법 또는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늘 제멋대로 날뛰고 있고 주인공과 결투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빌거나

회개할 의도가 없었다. 반면 주인공은 진, 선, 미의 이

미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련의 투쟁을 통해 주

인공은 마침내 장애물을 뚫고 악당을 물리쳤다. 정의

가 악을 이길 것이라는 주제를 보여준다. 이런 악당은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이미지를 부각시키

는 역할을 한다.

3.1.2 난폭형 악당

난폭형 악당은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당 중 하나이다. 그들은 무모하고 난폭하며,

늘 제멋대로 행동하고 주변 사람을 거만하게 대한다.

이러한 유형의 악당은 주로 무력으로 일을 해결한다.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없고, 자신의 충동적인 성격에

따라 행동하며 나중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난폭형 악당에게 파괴하는 것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때로는 그들은 단순히 나쁜 일만 하고 충동적이

며 그들의 존재 의의는 모든 안정과 단결을 깨뜨리고

사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캐릭터들은 체격이 좋

고 근육이 잘 발달하여 있으며 힘이 강하다. 상대적으

로 주인공은 작고 빈약한 약자이다. 이런 악당을 통해

주인공과 신체적, 행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주인공이

정의롭고 용감무쌍한 성격 특성을 돋보이게 한다.

3.1.3 음흉형 악당

음흉한 악당은 겉으로는 매우 온화하지만, 암암리

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음흉한 악당의

이미지가 앞에서 언급한 두 악당의 이미지보다 더 복

잡하다. 시각적 이미지로 그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

를 구별할 수 없으며 음흉한 악당은 주로 행동과 복잡

한 심리 활동을 통해 나쁜 성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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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당은 주로 인간성의 복잡함을 보여주기 위

해 고안됐다. 그들의 외모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

내기가 쉽지 않고 주인공 사이의 경계도 특별히 명확

하지 않다. 심지어 그들은 올바른 복장을 하고 우아하

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교활하고 무정하다.

3.2 미국 애니메이션에 악당의 특징

3.2.1 얼굴 특징

흔히 말하는 ‘상유심생(相由心生)’에서는 얼굴의 특

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한다.　관상학에

서는 얼굴을 이루는 요소가 특정한 ‘위’(位)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격과 운명을 나타낼 수 있

다고 말한다.8) 이처럼 캐릭터 얼굴의 형태나 요소의

위치를 통해 그 캐릭터의 성격적 특징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흉악 형 악당

흉악형 악당은 ‘상유심생(相由心生)’의 규칙적인 특

성을 주로 나타낸다. 이 유형의 악당은 얼굴에서 직선

및 삼각형 조형을 중시한다.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고 눈썹은 보통 가늘며, 눈썹 뼈가 눌리고 눈은 삼각

안이나 봉안이고 눈동자는 작은데 눈 꼬리가 올라갔

다. 코는 크지만 살은 적고 입 꼬리가 처져있다. 이런

성격의 악당들은 관객에게 흉악하고, 악랄하고, 무서

운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계모 왕후

그림하일드는 왕후로서의 고아하고 관대한 특징보다

8) 유규(劉葵), 영화애니메이션디자인(影視動畫造型設計) ,
베이징 현대 출판사(北京現代出版社), 2007, 42쪽.

흉악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선감을 강조하여 디

자인했다. <Figure 1>에서 왕후의 얼굴은 각져 있고

길고 좁은 삼각형의 눈을 하고 있으며 눈썹은 치켜 올

라가있고 눈초리가 날카롭다. 높은 광대뼈와 두툼한

입술, 내려간 입 꼬리와 짙은 화장은 도도한 느낌을 자

아낸다.

마법을 써서 바뀐 외형은 사악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늙고 못생기게 변형했다. <Figure 2>를 보면 짙

은 눈썹, 동그란 눈동자, 뾰족하고 긴 매부리코, 얇은

입술, 높은 광대뼈, 뾰족한 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런 이미지 특징은 최초의 애니메이션 악당으로

써 악당의 표준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9)

<Figure 1> Queen Grimmhilde <Figure 2> Old and Ugly Shaman

(2) 난폭형 악당

난폭형 악당은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관상

에서는 그들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의 눈썹은 보통 매우

짧거나 굵으며,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눈알이 작고,

코가 크고, 입이 넓으며, 뾰족한 이빨, 통통한 귀 등을

가지고 있다.

9) 칠진우(漆振羽), 픽사 애니메이션 악당 비주얼 연구(皮
克斯動畫電影反面角色視覺形象研究) , 영화문학(電影
文學), 2012, 62쪽.

Villain type Character traits Appearance characteristics

Vicious
villain

Vicious people, who have sharp conflicts with the
rotagonist, are the embodiment of evil forces.

Sparse eyebrows, triangular eyes, phoenix eyes,
small eyeballs, Upward Outer Eye

Violent
villain

A reckless and rude person who uses force to solve
things without thinking about what comes after

Short or bushy eyebrows, murderous eyes, small
eyeballs, big nose, big mouth, pointed teeth, big ears,
good physique, muscular, strong

Insidious
villain

A person who is kind on the surface, but malicious
in heart.

Rectangular face, sharp edges and corners, wide chin,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the appearanc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otagonist in appearance

<Table 1> Characteristics of Vill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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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란>의 악당 샨유는 과장된 근육으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 특히 얼굴 디자인은 중국 경극 속 간신

조고의 모습을 참조하였다고 한다.10) <Figure 3>에

서처럼 샨유는 뾰족한 이마, 두꺼운 눈썹 및 반전된 눈

썹을 가지고 있다. 눈초리가 올라가며 노란 눈과 작은

눈동자가 살기가 가득하다. 광대뼈는 유난히 크고 튀

어나오며 팔자형 코가 있으며 수염이 적고 양쪽으로

갈라지고 턱은 넓다. 극중에서 간악하고 난폭한 흉노

침입자는 다수 등장하지만 샨유는 흉노 전체를 대표하

는 자로써 관객에게 위압감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

<Figure 3> Shanyu

(3) 음흉형 악당

음흉형 악당은 ‘상유심생(相由心生)’의 규칙적인 특

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반듯한 얼굴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는 매우 친절해 보이며 음흉

하고 사악한 마음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러한 악당이 영화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음흉형 악당은 대부분 직선적인 조형을 띄며 그들

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서리

가 뚜렷하고 아래턱이 넓다. 직선은 사람들에게 안정

성 및 강직한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남성적이고

강건한 왕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

어 <겨울왕국>의 한스 왕자는 음흉한 악당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인물이며 <Figure 4>에서처럼 그

는 외모가 매우 친절하고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행위

도 매우 대범하게 보였지만,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숨

어있는 것은 악한 마음이었다.

<미녀와 야수>에서 개스톤은 잘생긴 얼굴을 가지

고 있지만, 그는 악당이다. <Figure 5>를 보면 그의

10) 딩해양(丁海洋), 애니메이션 작품 감상(動漫影視作品
賞析) , 베이징 칭화 대학교 출판사(北京清華大學出版
社)，2008.

무자비한 성격은 가식적인 외모의 특징에 가려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수의 생김새는 험상궂지만 착한

마음을 가졌다.

<Figure 4> Prince Hans <Figure 5> Gaston

3.2.2 복장 특징

애니메이션은 다른 분야의 영상과 공통점이 있는

데, 그것들은 모두 캐릭터 중심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줄거리의 흐름은 캐릭터나 배역에 의지하며 전개되는

데, 복장은 관객을 줄거리에 끌어들이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관객을 특정한

사회 및 문화 환경으로 끌어들여야 하므로, 역사적 사

실을 충분히 고찰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11)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복장을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

로 세 가지 측면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제작한다.

먼저 캐릭터의 복장 디자인과 시대적 배경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시간은 줄거리의 흐름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복장 디자인은 소속 시대의

주류 특성에 맞아야 한다. 특별한 음모가 필요하지 않

으면 시공간을 혼동하거나 이도 저도 아닌 것은 피해

야 한다. 캐릭터 복장을 디자인할 때 스토리가 발생했

던 연대가 정해지면 당시의 민속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조사 내용은 주로 스토리의 시대 복장

문화, 민족 풍습 및 지역 경제 개발 상태를 포함하며

복장 디자인 과정에서도 옛사람들의 복장을 그대로 답

습하지 말고, 그 속에 시대적 특성과 독특한 개성을 넣

어 복장을 디자인해야 한다.12) 예를 들어 <뮬란>은 중

국의 역사 소재로 한 작품인데, <Figure 6>을 보면

11) 장웬(張雯), 애니메이션에 복장 역할(淺析服裝在動畫
片中的作用) , 영화문학(電影文學), 2008, 135쪽.

12) 원은배(袁恩培), 애니메이션에 캐릭터의 복방 디자인
(動畫角色塑造中的服飾設計) , 영화문학(電影文學),
2008,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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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디자인에 시대 배경을 담아 캐릭터에 맞는 당송

(唐宋) 시대의 복장 특징을 만들어내었다.

둘째, 캐릭터 복장 디자인은 직업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특정 산업에는 고

유한 복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복장은 특

정한 직업의 언어처럼 캐릭터의 다양한 직업 배경을

말해준다. 애니메이션 세계는 가상현실 세계이며 실제

세계의 법칙도 따라야 한다.13) 이러한 전문적인 복장

에는 군복, 경찰복, 우주복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복

장 디자인을 통해 관객은 캐릭터의 상태와 직업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장 디자인은 지역, 민족적 배경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끊임없는 융합과

발전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일상적인 복장 차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각 국가의 만족 복장은 여전히 자신

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14) 지역과 민족에 따라 디자

이너는 복장 형태를 통해 이러한 민족 특성을 보여줘

야 한다. 예를 들어 <스피릿>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다. <Figure 7>에서처럼 영화에 인디언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그 시절의 민족적 특색을 가진 것이

뚜렷이 보인다. 영화의 미국 군인들은 전형적인 미국

서부 카우보이 복장 스타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또한

캐릭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Figure 6> Mulan <Figure 7> Spirit-Stallion of the Cimarron

(1) 흉악형 악당

미국 애니메이션에서도 흉악형 악당의 복장은 전형

적인 특성을 보인다. 캐릭터의 이미지를 더욱 직관적

으로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직선과 곡선을 통해

다른 심리적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기도 하며 캐릭터의

성격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직선은

관객들에게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디자이너들은 악당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선형 요소를

13) 원은배(袁恩培), 앞 잡지기사, 53쪽.
14) 원은배(袁恩培), 앞 잡지기사, 53쪽.

더 사용하여 악당의 모양과 성격이 서로 보완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계모 왕후

그림하일드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마녀 말레피센

트의 복장은 직선이 많이 사용됐다. 복장 이미지에서

이러한 악당의 복장은 비교적 오래되고 전통적인 스타

일임을 알 수 있다. <Figure 8>에서 보여지 큰 망토,

하이넥이 있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복장

의 어깨가 너비 방향으로 지속해서 확장되어 소매 끝

부분이 과장되어 있다. 이런 복장은 보수적이고 냉염

하며 폐쇄적인 성격 특징을 잘 드러낸다.15) 따라서 이

런 복장 디자인은 그 성격에 대한 특징을 부각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며 동시에, 복장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다.

<Figure 8> Queen Grimmhilde and Witch Maleficent

(2) 난폭형 악당

≪이집트 왕자≫는 1998년 드림웍스가 출품한 애

니메이션 영화이다. 성경에 나오는“출애굽기(出埃及

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영화는 성경에서

특정한 역사적 환경과 분위기를 추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캐릭터의 성격을 발굴하며 여러 곳에서 벽화

의 이미지를 직접 거울삼아 인물에 반영하였다. 캐릭

터는 강한 직선으로 조각적인 스타일을 띤다. 기하학

형태는 이집트 벽화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 특징은 이

집트 파라오 람세스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다.

영화에서 람세스의성격은 좀 복잡하다. 주인공모세

와함께자랐기때문에영화시작부분의복장디자인은

모세와 동일하다. <Figure 9>에서처럼 그들은 하체의

흰 천으로 싸여 있으며, 이는 지역 복장의 특성에도 잘

부합하다. <Figure 10>을 보면 람세스가 아버지의 왕

위를 물려받자 그의 신분과 성격이 달라졌다.

15) 타오 빈(陶斌), 디즈니 애니메이션캐릭터의마녀 원형
(論迪斯尼動畫角色中的女巫原型) , 현대 영화(當代
電影), 2012,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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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amses & Moses

<Figure 10> Ramses Ascended to the Throne

그래서 복장에 파라오의 모자와 목 장식물을 추가

하며 이것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서 파라오의 이미

지를 벤치마킹한 디자인이다. 마지막 <Figure 11>에

서 보여지 모세와 전투에서 람세스는 이집트의 지역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장으로 바뀌었다.

<Figure 11> Ramses Chasing Moses

이 악당의 복장에 대한 현지 민속풍토와 지역적 특

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시기에 따라 람세스의 성격

변화에 따른 캐릭터의 복장 구성이 다르다. 유순한 소

년부터 잔인한 파라오까지 그의 신분과 성격의 변화는

복장의 모양에서 볼 수 있다.

(3) 음흉형 악당

음흉형 악당의 복장 디자인은 다른 유형의 악당 캐

릭터만큼 일반적이지 않고 대표적이지 않다. 그들의

복장이 다양하며 색깔이나 종류도 모두 많고 속박당하

지 않는다. 이런 악당은 못된 짓만 하는 나쁜 놈이 아

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점이 많고 개성이 넘친다. 따

라서 복장 선택에서도 성격에 맞게 해야 한다.

이런 악당은 복장 이미지에서 신분과 소재 연대에

따라 설정된다. 예를 들어 <Figure 12>에서처럼 <피

터 팬>의 후크 선장은 표준 드레스, 긴 트렌치코트, 흰

셔츠, 나비넥타이, 긴 부츠를 신는다. 이런 복장은 영

화가 위치한 시대의 미학과 일치하다.

<Figure 12> Hook

또 다른 예는 <Figure 13>을 보면 <라따뚜이>에

스키너는 음모가 밝혀지기 전에 그는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 식당에서 쫓겨난 후, 그는 조폭 대부 이미

지처럼 검은색 트렌치코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이

런 복장의 변화는 그의 음흉하고 사악한 성격을 드러

낸다. 이런 악당의 이미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Figure 13> Skinner

3.3 중국 애니메이션의 악당 현황

3.3.1 중국 애니메이션의 악당 특징

(1) 흉악형 악당

<The Legend Of Nezha(哪吒傳奇)>악당 석기

(石磯)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 나타와

맞서 싸우는 요괴다. <Figure 14> 보면 석기 얼굴에

서 삼각형으로 조형하다.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

고 눈동자는 작은데 눈초리가 올라가며 관객에게 흉악

하고 무서운 느낌을 준다.

복장에서는 앞에 언급한 마녀 말레피센트의 복장과

비슷하고 많은 직선과 큰 망토가 사용되며 관객들에게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해골 모양의 목걸

이도 관객들에게 석기의 사악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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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hiji

(2) 난폭형 악당

초기 중국 애니메이션에 악당 캐릭터는 대부분 전

통적인 특색을 띠고 있으며, 희곡과 민간 회화 예술의

표현 형식을 융합했다. 예를 들어 <보련등>에서 얼랑

션의 복장 특징은 경극 요소를 사용하여 변형한다. 그

는 거만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 침향의

안전을 무시한 신선이다.

<Figure 15>에서처럼 얼랑션 눈에 살기가 그득하

고, 눈알이 작고, 코가 크고, 입이 넓으며, 통통한 귀

이 있다. 그리고 긴 겉옷과 높은 모자, 큰 망토가 입은

얼랑션이 거만한 마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억압감

을 줄 수 있다.

<Figure 15> Erlangshen

(3) 음흉형 악당

음흉형 악당은 대부분 직선으로 조형을 하며 그들

대부분은 반듯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

매우 친절해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 있는 애니

메이션 <무산오행(霧山五行)> 속의 백의 촌장은 음흉

형 악역이다. <무산오행>은 2020년 7월 처음 방송된

웹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람의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

으켰다.

애니메이션 속의 악당으로서 백의가 좋은지 나쁜지

겉으로는 분명히 볼 수 없다. <Figure 16>에서처럼

직사각형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모서리가 뚜렷하고 아

래턱이 넓다. 사람들에게 안정성 및 강직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암암리에 기린을 잡아 기린의 피

로 알약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팔다. 음흉형 악당의

복장 디자인은 다른 유형의 악당 캐릭터만큼 일반적이

지 않고 대표이지 않아서 백의의 복장 조형은 자신의

촌장 신분과 시대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다.

<Figure 16> Baiyi

요약하면 중국 악당은 미국 악당과 많은 유사점이

가지고 있다.

흉악형 악당은 얼굴에서 직선 및 삼각형을 조형하

며 눈초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처지고 짙은 화장이

냉염하고 도도한 느낌을 자아낸다. 복장 이미지에서

이러한 악당의 비교적 오래되고 전통적인 스타일임을

알 수 있고 직선이 많이 사용됐다.

난폭형 악당 일반적으로 강한 남성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악당은 눈썹은 보통 매우 짧거나 굵으며, 눈에

살기가 그득하고, 눈알이 작고, 눈이 하얗고, 코가 크

고, 입이 넓으며, 뾰족한 이빨, 통통한 귀 등이 있다.

악당의 복장에 대한 현지 민속풍토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시기에 따라 캐릭터의 복장 구성이

다르다.

음흉형 악당은 반듯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는 매우 친절해 보이며 음흉하고 사악한 마음과

강한 대조를 이루다. 그들 대부분 직사각형 얼굴을 가

지고 있다. 모서리가 뚜렷하고 아래턱이 넓고 사람들

에게 안정성 및 강직한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 흉형

악당의 복장 디자인은 다른 유형의 악당 캐릭터만큼

일반적이지 않고 대표적이지 않다. 그들은 인간적인

결점이 많고 개성이 넘친다. 따라서 복장 선택에서도

성격에 맞게 해야 한다

3.3.2 중국 애니메이션의 악당 이미지가 가진 한계점 

(1) 이미지의 유사

최근 들어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빠르게 발전했

으며 애니메이션의 품질도 점차 향상되었다. 제작 수

준, 조형 능력 및 작품의 예술성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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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우수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등장했다. 하지만

캐릭터 이미지의 혁신 부족, 세밀한 부각 부족, 조잡한

제작 등의 문제도 있다. <Figure 17>에서 보듯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의 캐릭터 모델링은 디즈니가 제

작한 <카>와 매우 유사하다.

<Figure 17> Chinese animation <The Autobots> and Disney <Car>

<오토봇>을 제외하고, 2007년 <다주이바 두두(大嘴

巴嘟嘟)>는 <짱구는 못말려>를 표절하고 2011년 <가오

타이 시야(高鐵俠)>는 <Hikarian鐵膽火車俠>를 표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중국 애니메이션 <다

주이바 두두>의 캐릭터는 장난꾸러기 아들과 화가 난

엄마이고 거의 <짱구는못말려>의 줄거리를 그대로 가져

다 쓴 수준이다. <Figure 18>을 보면 애니메이션 장면

이나 캐릭터의 표정과 말투, 목소리까지 따라 하고 있

다. <짱구는 못말려>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복사했음에

도 불구하고 성인 유머를 삭제하는 바람에 실패한 작품

이되었다. 일본과한국의 <짱구는못말려> 시청등급은

12세이며 성인 유머가 포함되어있지만 <다주이바 두

두>는 유아용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줄거리를 각색하면

서 특유의 재미를 잃고 관객의 사랑도 얻지 못했다.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늦게 시작하여 많은 규제

가 있고 애니메이션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2004년부터 재무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세

무총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지속해서 규정을 발표

하며 세제 혜택과 보조금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을 대대

적으로 육성하고,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방영을

제한했다. 황금시간대 방송 자원을 국산 애니메이션에

돌렸다. 한 때, 전국에 대량의 애니메이션 산업 기지를

세웠는데, 국가부터 지방 정부까지 모두 애니메이션

기금을 설립하였다.16)

이 보상 정책은 원래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애

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보상을 설정했다. TV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애

니메이션 작품은 특정 금전적 보상을 제공. 지방 방송

국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1분에 1,000위안의 보

상이 제공되어 최대한도는 100만 위안이고 CCTV에

서 방송하는 애니메이션은 최대한도는 200만 위안이

다.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정책에 의존하여 돈을 버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생겨났고, 이런 회사가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은 조잡하고, 수량만 중시하고 질은 따지지

않았다.17) 국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표절은 가장

편리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중국 애니메이션이

조잡한 근본 원인이자 한계점이다.

중국 애니메이션은 외국 문화를 과도하게 수입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과도한 모방으로 관객들이 국산 애

니메이션인지 헷갈리게 한다. 중국 애니메이션의 발전

을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 특색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혁신해야한다. 중국의문화적특색으로는경극의검보,

수묵의여백의미, 벽화의장식과색채등을들수있다.

이러한 중국 전통문화 요소들과 현대적인 미적 관념이

추가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에 적용하여 시대적, 민족

적 개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자랑 장군>은

고대 중국의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Figure 19>에서 보듯 캐릭터의 외형은 강렬한 경극

의정취를담고있다. 애니메이션속캐릭터들의이미지

에 민족 전통 특색을 각인시켰다. 이 캐릭터의 원형은

경극에 어릿광대역(丑角)이며, <Figure 20>에서처럼

어릿광대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인 눈과 코언저리의 하

얀 칠을 캐릭터에 녹여냈다.

16) 천성자(箐城子), “국산 애니메이션 표절 정부 보조금
유인(國產動畫抄襲政府補貼成誘因)”, 신징보(新京報),
2015. 07. 15.

17) 류페이(劉飛),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현황에 관한 연구
(對中國動畫業現狀的研究)”, 석사학위논문, 2013, 25쪽.<Figure 18> Plagiarism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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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lown in <The Proud General>

<Figure 20> Clown in Peking Opera

(2) 악당의 복잡한 성격

중국 애니메이션의 악당은 성격 묘사가 간단하고

심리적 변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저연

령층 관객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악당은 단일

제작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연령층 관객

을 대상으로 제작한 <부니 베어>는 악당이 악한 이유

를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악한 성격

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실제 사건

에서 따오거나 작가가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악당

의 ‘악(惡)’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좋음’을 적절히 발굴

해야 한다. 등장인물의 이익이 상충함에 따라 조화가

깨지고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

도록 개연성을 잘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애니메이션 <몽회금사성(Dream

of Jinsha)>에서, 괴물은 나빠지는 이유를 제대로 설

명하지 않아서 관객이 괴물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

다. 영화의 시작 부분의 장면은 아름답고, 중국의 지역

특색이 나타났으며 관객의 친근감을 자아냈지만 극 후

반부에 갈수록 영화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괴물은

갑자기 금사성에 나타났고, 목적 없이 금사성을 파괴

하고 사람들을 적으로 삼으려 한다. 금사성은 왜 주문

에 휩싸일까? 괴물은 왜 나타났을까? 괴물은 왜 금사

성을 파괴할까? 이러한 이유는 모두 상세하게 설명되

어 있지 않다. <Figure 21>에서 보듯 괴물의 외형은

모두 투명하며 몸과 이목구비의 윤곽이 흐릿하다. 검

은 연기와 돌멩이를 공격 수단으로 삼아 손바닥이 충

격파를 방출할 수 있다. 괴물은 영화에서 모순을 강조

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성격, 외모 특징이 없고 심지

어 출현과 파괴의 이유도 없다. 그에 비해 <업>의 과학

자 찰스 먼츠는 시각적 이미지의 관점에서 그는 평범

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악

한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나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악당이 아니었던 것이다.

<Figure 21> Monster of <Dream of Jinsha>

미국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주인공,

악당, 조연의 예외 없이 모두 독특한 성격 특성과 독창

적이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일상

생활 속의 인간의 모습처럼 친근하게 의인화 되어 있

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일반적

으로 긍정적인 성향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기획의 중점을 두며 악당은 정형화된 법칙으로 묘사하

는 경향이 있다.

(3) 저령화

중국 애니메이션 관객들은 대부분 6~12세이다. 영

화 내용은 단순하고 저연령층 관객의 심리에 맞지만,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조잡한 화질, 표절 및 내

용의 지나친 저령화로 인해 관객들의 지적을 받는다.

사람들은 흔히 중국 애니메이션의 불황 원인을 기

술과 자금 탓으로 돌리지만, 중국 최근 몇 년 동안 영

화업계보다 애니메이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애니메이션의 생산과 투입은 불균형하며, 근본적

인 이유는 제작 주제의 저령화이다. 과도한 저령화는

많은 중국 애니메이션이 공유하는 문제이다. 애니메이

션은 어린이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 애

니메이션 발전을 제한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애니메이션은 저연령부터 점차 청

소년과 성인으로 발전하며 그 과정을 단번에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연령층 애니메이션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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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의 애니메이션을 발전시키는 기초라는 것을 인

식해야 한다.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선진국은 사회적 및 공익적 이익을 보호로 인

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비교적 완전한

애니메이션 등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미국 애니메이션은 G, PG, PG-13, R,

NC-17의 5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18) 일본 애니메

이션 등급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체이용가, PG-12, P-15, P-18 의 4가지 등급으

로 나누었다.19) 일본과 달리 한국 애니메이션 등급은

정부의 관할이다. 한국은 영화와 게임 내용 등급 관리

를 맡는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줄여서 KMRB라

한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15

세 이상과 18세 이상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20)

애니메이션 등급제를 통해 애니메이션 업체들은 다

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위해 적절한 스토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홍보 및 판매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등급제는 애니메이션 발행

자가 작품 내용을 감식하는 데 유리하며, 방송 및 판매

플랫폼, 시간 및 채널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시장 조

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로서 애니메이션을 구매할 때 관람 등급이 매겨진

작품에 대한 인정성과 신뢰를 할 수 있다.

4. 결 론

악당은 애니메이션 영화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

히 상업 애니메이션의 경우 악당이 없으면 주인공 긍

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없고, 갈등을 유발할 수 없

다. 관객의 미학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의 악당에 대한 캐릭터의 형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악당은 모두 악질이며

영웅과 주인공의 적대자였다. 그들은 사악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극단적이고 영화에서 제작자는 악당 캐

릭터에게 강력한 마법을 부여했다. 강한 힘을 가진 악

당이 주인공에 의해 패배했을 때, 주인공의 강력함도

18) [바이두 백과] 美国电影分级制度
19) [바이두 백과] 日本电影分级制度
20) [바이두 백과] 韩国电影分级制度

더욱 돋보인다. 하지만 미국 애니메이션 작품의 악당

은 점점 관객들의 취향에 맞춰지고 있다. 악당은 이전

에 우리가 보았던 흉악의 기호화된 이미지가 아니다.

그들은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성격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다각적 성향으

로 대중의 취향에 맞게 설계되어있다. 그들은 작품 속

에서 우리의 삶 속의 보통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강력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렇게 설계된 악당 캐릭터는 우리의 삶 속 관계에 등장

하는 실제 인간의 축소판이며 겉모습만으로 그들이 좋

고 나쁨을 판정할 수 없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은 상업화 수요 증가

와 기계적 생산시스템으로 인해 패스트푸드 문화와 같

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기획

된 캐릭터의 부재로 중국 애니메이션 속의 악당은 민

족적 특색이 결여되어 있다. 캐릭터의 성격이나 외모

는 대부분 기이한 피부색, 일그러진 이목구비, 악독한

성격 등으로 그려진다. 또한 다른 나라의 작품을 맹목

적으로 흉내 내거나 악당 이미지의 정형화 및 기타 측

면에 캐릭터 진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공감

과 집중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 애니메이션 속 악당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

애니메이션의 많은 악당을 총결하며 악당은 흉악형,

난폭형, 음흉형 등 3가지로 분류 정리할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미국 애니메이션의 악당 캐릭터의 외모와

복장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려

면 악당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캐릭터의 성격을 강조

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해 악당 캐릭

터의 매력적인 형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생생하고 오

래도록 인기 있는 악당 캐릭터의 제작은 기획단계에서

부터 성격, 모양, 복장 등의 세부적인 설정이 시작되어

야 하며 이것은 제작자의 의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미적 심리의 반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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