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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7월 <몽키킹: 영웅의 귀환>은 중국 극장 애니

메이션의 흥행 신화를 창조했다. 대중들은 새롭게 중국 

자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하기 시작했지만, 2016년 1

월에 상영된 <리틀 도어 갓즈>는 신화를 이어가지 못했

다. 투자는 1.3억 위안화에 달했지만, 흥행은 단지 7천만 

위안에 그쳤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상영된 <쿵푸팬더3>

의 흥행은 10억 위안화를 돌파했다. 두 편 모두 중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흥행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리

틀 도어 갓즈>는 라이트 체이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Light Chaser Anima- tion Studios)가 제작했는데 제작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름답고 정교한 화면구성

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요

인을 조명연출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전달에 있다고 보고 

본문은 <리틀 도어 갓즈>의 조명 연출을 예로 하여, 중

국 극장 애니메이션의 조명의 특징을 연구 분석하려한

다. 

  

2. 조명의 일반적 목적&기능

  생활 속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다. 영화에서 조명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

로 촬영하는 물체를 밝혀주기 위해서이다. 영화의 진화

과정을 통해 조명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는데, 물리

적 조명을 제외하고, 서사와 표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1] 

  조명의 정서적 감정 작용은 조명의 강약, 색상, 방향, 

그림자를 통해 인물의 심리 및 정서를 표현한 것을 말한

다. 첫 번째로 설명할 감정작용의  조명기법은 하이키 조

명(High-key lighting), 로우키 조명(Low-key light -ing)

이다. 하이키 조명기법은 밝은 조명을 이용해 화면 전체

를 단일하게 밝히는 조명기법으로, 침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반면, 로우키 조명(low-key lighting)

기법은 화면을 어둡게 처리하여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 

또는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는 데 탁월하다. 두 번째로, 

조명의 밝기가 장면 전체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면, 조명의 방향은 상황과 더불어 등장인물이 표현하

고자 하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로 광원의 

범위를 조절하여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조

명의 그림자는 광원과의 대비에 의한 명암비, 그림자 톤

(tone)의 농담, 그리고 그림자 형태와 같은 특성을 이용

하여 의도하는 정서를 연출할 수 있다. [2] 다섯째로, 조

명의 색상에 따라 캐릭터의 감정과 심리를 암시할 수도 

있다. 조명의 색상을 예기하자면 색의 연상 언어를 한번 

봐야한다. 하지만 조명의 색상 암사되는 정서는 색의 연

상 언어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녹색 조명

은 일상에 자주 보이지 않는 조명이라  공포의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다.[3]

3. <리틀 도어 갓즈>의 조명 분석

중국 극장 애니메이션 조명 기법에 대한 분석：
<리틀 도어 갓즈>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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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중국 영상콘텐츠시장은 영화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애니메이션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상영한 <몽키킹: 영

웅의 귀환>은 956억 위안화의 흥행 신화를 창조했고, 네티즌 관객들의 열렬한 사랑과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2016년 

1월에 상영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리틀 도어 갓즈>의 경우, 흥행수익이 7천만위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기술이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중국 극장

용 애니메이션 <리틀 도어 갓즈>의 조명 연출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조명 특징을 연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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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도어 갓즈>를 분석해보면, 정서적 감정을 표현

하는 조명들이 많아보이지는 않는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103분 정도이고, 크게 장면들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의 생활상, 천궁, 봉인이 풀린 3개의 장면이다. 그중 

도시 장면이 42분가량이고, 천궁의 장면이 35분정도이

다. 조명 색조가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비슷

하며, 조명의 디자인성도 강하지 않다. 나머지 봉인이 풀

린 3가지 장면은 모두 20분 정도로 구성된다. 도시와 천

궁 장면을 비교해보면 감정적인 조명의 사용이 매우 적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로, [그림 1]의 왼쪽이미지는 

주인공이 봉인 지역에 왔고, 로우키 조명으로 화면을 어

둡게 처리하여 신비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냄을 보여

준다. 오른쪽그림의 노인은 신비한 사람으로서 출현하는

데, 주인공에게 봉인 해지를 부추기고, 괴수를 석방시키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명은 하단 조명으로 불안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있다. 조명을 이용해 등장

인물에 사악한 성질을 부여하고 악행을 강조하여 공포심

을 유발시키고 있다.

 

▶▶ 그림 1. <리틀 도어 갓즈>조명 비교

  <쿵푸팬더3>를 보면 조명의 색상은 캐릭터의 선과 악

을 따라 조금씩 다르다. 악당 ‘카이’ 등장할 때 항상 녹색 

조명을 썼고 사악함을 암시하고 거북 대사부는 명랑한 

노란색 조명으로 신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인공 ‘포’의 아버지에게는 분홍색 조명을 많이 사용하

여 따뜻하고 행복한 아버지 이미지감성을 도출시키고 있

다.

▶▶ 그림 2. <쿵푸팬더3> 캐릭터별 감성 조명 비교

4. 결론

  <리틀 도어 갓즈>의 조명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분석

해보면, 천궁과 인간 사회 장면의 조명이 비슷해 물리적 

조명구성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총 러닝 

타임의 거의 75%를 차지한다. 이 외의 장소에서도 물리

적인 조명을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인것을 알수 있

는데 조명을 이용해 물체의 각종 질감, 배경의 깊이, 거

리감, 운동등 물리적 사실감을 표현하는데 치중한 결과 

화면을 더욱 풍부하고 디자인 감각과 재미를 더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틀 도어 갓즈>의 조명은 

화면을 예쁘고 풍부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캐릭터 정

서와 심리 묘사의 방면을 소흘히하여 장면 하나하나의 

화려하고 사실적인 구현에도 불구하고, 조명연출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전달 및 감정 전달 부분은 부족했다고 본

다. 조명의 역할은 빛의 표현뿐 아니라 관객이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객을 이끌려 올 수 있

도록, 다른길로 새지 않도록 이끌고 가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중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짧아 아

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못한 면이 바로 기술적 발전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

가 아닌가 싶다. 소재나 시대스타일에 따라서 또다른 변

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통한 노

력과 적용,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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