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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play art technique of expression of analysis used 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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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그림자극은 중국의 오래된 민간 전통 공연 예술이며 초기 중국영화에서 많이 이용했다. 지금 시대에 3D 및 입체 영화를 위주로 

하는 추세에서 2D형식의 표현 기법인 그림자극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고 고유의 특성을 발전시킬 것인가? 먼저 그림자극은 

비주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서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평면적 예술 기법을 사용하는 영화의 표현형식 및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런 예술 표현기법의 특성과 현대 컴퓨터기술을 서로 결합한 것은 그림자극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그림자극은 중국전통예술이다. 영화 속에서의 그림자

극의 표현방식은 초기에 중국영화에서 중국 특유의 애니

메이션 영화 예술의 표현 방식으로 먼저 응용되었다. 그

러나 현재의 3D애니메이션과 입체영화가 주류를 이루는 

추세에서, 평면형식 중에서도 특수한 예술적 표현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극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인가? 이 같은 고유의 전통 예술 표현 기법이 현

대 상업 영화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은 굉

장히 중요하며 전통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

는 것이다.

Ⅱ. 이론 및 배경

1. 그림자극의 예술적 특성

  그림자극은 대략 몇 세기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으며 

“그림자놀이” 혹은 “등영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촛불

이나 알코올램프 등의 광원을 이용하여 가죽이나 종이를 

오려 만든 인물인형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전통연극이

다[1]. 그림자극의 특징은 중점적으로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림자인물의 조형. 두 번째는 스

크린의 활용이다. 그림자인물은 “투조”위주의 자르기 사

용하거나 각 신체부위를 조립하는 방식을 응용한다, 색

체는 쿨톤과 웜톤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고순도의 색

깔을 이용하며 배합은 적게 활용한다. 그림자극의 표현

은 백색의 스크린을 통해 이루어진다, 평면적인 인형연

극을 등불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예술적 효과를 더한 극

형식이다. 

2. 그림자극 요소를 활용한 영화의 발전 역사와 

현황

  중국의 그림자극은 스크린 연출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자극의 표현예술 방법은, 근대 영화의 발명과 현대 

영화미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저명한 영

화 사학가 조지 세이트는 “세계영화사”에서 “영화의 선구

자는 그림자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 중국 종이애니

메이션은 그림자극과 민속 종이 오리기등의 전통예술에

서 발전하여 미술영화형식의 그림자연극 예술표현방식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의 <양축>,<금색의 

소라>등등 1980년대 상해 미술영화제작상이 제작한 <장

비심과>에 이르기 까지 그림자연극의 예술적 기법은 중

국 초기의 영화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 3D애니메이션과 입체영화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

한 평면예술기법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종

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예술의 주류형식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방식은 다른 

기법이 표현할 수 없는 예술적 매력을 소유하고 있다[3]”.

Ⅲ. 사례조사

“쿵푸 팬더2”와 “해리포터”의 영상 속에 애니메이션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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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쿵푸 팬더2”중의 그림자극 응용 

  

▶▶ 그림 1

   본 영화에서 그림자연극의 요소는 반대파 주인공의 배

경과 쌍방의 충돌역사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응용되었다. 

(그림1) 00:20~01:50 구간.

      ▶▶ 그림 2            ▶▶ 그림 3

  그림자연극의 원소는 영화의 끝부분에 주인공과 아포

의 인생에 대한 소개와 (그림2) 극중 인물의 배경에 응용

되었다(그림3), 81:15~90:15분 구간. 이러한 그림자극 요

소의 활용에서 영화에서 인물의 설정과 장면의 설정은 

완벽하게 그림자극 중의 사람과 사물의 조형 특징을 응

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색채가 명확하고, 인물의 투조표

현 방식, 관절의 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방식을 응용한 장면은 비교적 짧다, 중국특색을 갖

고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자극의 사용은 그다지 특이

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장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림자극 표현 방식이 비

주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Harry Poter and the DeathlyHallows : Part 1” 

중의 그림자극 요소의 사용

  영화에서는 삼형제와 사신에 관한 전설을 설명할 때 

그림자극 적인 요소를 이용하였다. Dale Newton 

(Sequence Supervisor)은 인터뷰 중에 “우리는 그 장면을 

매우 품격화해야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을 사용하

여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고 말하였다. “그때 Ben (스

위스 감독Ben Hibon)이 동양적 전통 그림자극을 결합시

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리하여 마치 인물이 등불에 

비쳐 화면에 나타난 듯한 느낌의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

다.”고 설명하였다.

▶▶ 그림 4                      

  영화 110:40~113:40에서 그림자극 요소의 사용은 주로 

조명 아래에서의 인물 촬영 효과로 나타나있다. 인물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배광면에 위치하며(그림4), 조명 아래

에서 여러 가지 환경  배경을 연출한다. 그림자 속 인물 

현상의 모호함과 신비감은 이런 역사 스토리를 표현 하

는데에 있어 최적의 기법이다. 실루엣을 통한 직관적인 

의미의 전달.

▶▶ 그림 5                      

  다양한 화면의 사용으로 인해 본 애니메이션은 3D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그림5), 그림자극 기법은 더 이상 

단일적인 평면표현이 아니라 3D와의 결합을 현실화 하

였고, 극중의 특수한 표현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Ⅳ. 결론

  실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림자극 기법은 영화에서 

특정한 범위에 영화의 스토리에서 특수한 분위기를 만들

어내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법은 다른 예술적 

표현 방법에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특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문화배경에서의 예

술표현 기법은 충돌성과 어색함이 없을 뿐 아니라 선명

한 민족 특색을 나타 낼 수 있다. 그림자극 기법의 사용

과 리메이크는 전통 예술표현 기법의 전통적인 상업영화

에 더욱 더 풍부한 조형성과와 오락적 요소를 더했다. 이

러한 기법이 아직 주류로써 자리하지 아니하여 사용범위 

내에서 국한성과 특정성을 띄게 된다. 먼저 그림자극 기

법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통예술기법 존속

(Renew)의 관건이며 이러한 예술기법의 특수성과 현대 

디지털기술의 결합은 그림자극 기법이 유지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 고 문 헌  

[1] Wikipedia. http://zh.wikipedia.org/wiki/皮影戲
[2] 조지 세이트.(Sadoul，Georges ；1904~1967), 프랑스

의 저명한 영화 사학가 및 영화 평론가.

[3] Xue yanping. <non-mainstream Animation film >.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Publishing 

House. In 2007 Ju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