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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색채의 부호성과 감정성은 애니메이션의 내적 의미와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중국 전통색채 체계
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중국학파’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서 색채가 캐릭터의 상징적 형상화와 서사적 예술화 표
현 등 여러 방면에서 무한한 내포적 의미와 매력을 드러
낸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 애니메이션
은 중국적 특징과 국제적 감각의 결여의 문제를 드러내
었다. 본고는 ‘중국학파’ 애니메이션의 전통색채 응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전통색채 체계와 애니메이션 색채의 
유기적 관련성,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전통색채의 역할 
등을 밝힘으로써 애니메이션 창작의 색채 민족화 응용에 
유익한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중국학파’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국학파”의 독특한 점은 뚜렷한 민족 특색에 있다. 
즉 시각적 표현의 상징성과 주제의 설교성이라는 두 가
지 특징을 가진다.

1）상징성
  중국 예술은 오래전부터 ‘신사(神似)’를 숭상해왔다. 즉 
‘닮지 않는 형식(不似)’으로 ‘참된 닮음(真似)’의 경지를 
추구하는 예술 정신이다. 다시 말해 형식이 의미를 내포
하는 것, 대상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대상물을 통해 

의미를 표현하는 것들이야 말로 최상의 경계라는 것이
다. 이런 의미 중심의 경향은 저절로 중국의 애니메이션 
창작에 스며들고 중국학파의 시각적 상징의 특징을 부여
하게 된다. 

2）교화 기능 
  중국문화는 ‘시언지(詩言志)’,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학파는 중국의 전반적 문화 배
경 속에서 작품의 사상내용을 중시하며 ‘우교어락(寓教於
樂)’의 특징을 추구한다. 교화와 오락의 관계를 조화하는 
과정에서 기타 애니메이션 학파와 구별되는 스타일을 형
성하게 되었다. 

Ⅲ. 중국 전통 색채의 내용 

  유구한 역사문화는 중국의 전통 색채에 이론적 기반과 
인문적 기반을 다졌다. 중국의 전통 색채는 하나의 크고 
넓은 체계로서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 의상, 
회화, 조각, 도자기, 칠기, 종이공예 그리고 민간적 요소
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색채는 일종의 특
색이라기보다는 사상적 전승이나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
는 것이 더 낫다. 

표 1. 유도불 3교의 색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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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대표적 인물인 공자는 색채에 대하여 시
각적·감정적인 색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와 융합시키는 상징적 의미와 사용 규칙을 가진 

‘중국학파’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 색채 응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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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중국학파’는 중국 애니메이션 학파의 약칭으로서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대 성숙기를 거쳐 1970-1980년대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중국 특색이 현저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중국학파의 탄생, 발전 및 전성기를 비교적 정확히 설명하

고 있다. ‘중국학파’ 애니메이션은 중국 애니메이션 발전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겼으며. 본 연구는 그 성과를 고찰하여 성과의 내

용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본고는 주로 중국 전통

색채의 시각에서 애니메이션 조형에 대한 전통색채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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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학파’ 애니메이션에서 중국전통
색채의 응용

1）유교 ‘오색관’의 전통 색채 응용
  오색은 특정한 방위, 계절과 오행 속성 등 상징적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봉건 사회에서 오색은 위계의 징표이다. 
유가의 등급 관계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유가는 공간
이나 계절의 색보다 상징의 색을 더 중시한다. 그중 붉은 
색과 노란색은 등급이 제일 높은 색이다. 유교는 색채에 
사회윤리적·도덕적 의미를 부여하거니와 색채 자체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한다.
 

2）도교 ‘지백수흑관’의 전통 색채 응용 
  도가의 색채관은 유가와 달리 복잡함을 제거하고 간단
함을 추구하며 색으로 도를 해석하는데 있다. 흑색은 도
가가 제일 숭상한 색이며 애니메이션 창작에서 수묵화의 
응용에 도가의 색채 채택 전통이 잘 드러나 있다. 수묵 
애니메이션은 단선(平涂)의 제작 방법을 넘어선 중국 특
색의 명품이다. 

3）불교 ‘다채불교관’의 전통색채 응용
  색으로 지혜를 비유하거나 법을 해석하는 것은 불교의 
주요 특징이다. 한전(漢傳)불교에서의 선학은 도가화된 
불학이다. 선(禪)은 ‘지관(止觀)’, ‘심사(沉思)’，‘정려(靜
慮)’를 의미한다. 하얀색은 청정과 해탈(解脫)을 상징하
고 있으며 가장 많이 숭상된 색채이다. 금색 또한 불교의 
대표적인 색채이다. 서장불교의 색채관은 다양한 색채로 
불교인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서 볼 수 있다. ‘요중
구정(鬧中求定:범화에서 정지를 추구함)’의 색채 응용 모
델을 형성하였다. 

표 2. 1950∼1980 년대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의 색채관

Ⅴ. 결론

  ‘중국학파’ 애니메이션의 민족성에 관한 탐구와 경험은 
중국 애니메이션의 시장화 과정에서 한동안 간과되며 망
각되었다.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서 전승
과 융합, 혁신의 과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다. 색채
의 문제는 글로벌 언어적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민족 
색채문화의 정신적 내포와 예술적 정수를 추출하며, 다
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애니메이션 산업의 유익한 경험을 
배움으로써 시대성과 민족성을 겸비하는 활용 모델을 모
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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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오색 체계를 중시하였다. 즉 그의 오색관은 덕
행, 준비, 등급, 질서 등 윤리적 내용을 상징하
고 있으며 오상과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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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볼 때 흑과 백이 순환하여 상생하는 
태극도는 도교 미학의 시각적 번역이다. 도교의 
대표인물인 노자의 철학적 관점은 ‘지기백, 수기
흑(知其白，守其黑)’, ‘견소(見素)’ ‘포박(抱樸)’으
로 요약할 듯하다. 화려한 색채를 좋아하지 않
고 천성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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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색채 사용은 일정한 규범의 바탕 위에 
불교나 도교보다 더 선명하고 과장된 것이다. 
따라서 중용을 중시하는 유교나 흑백 허공의 미
를 추구하는 도교와 구별된다. 둔황벽화를 예로 
든다면 벽화에서 인물의 색채 사용이 매우 생생
하다. 금신의 부처, 백색의 보살, 붉은 색의 착
차 등은 모두 규범에 따른 상징색으로 화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불교의 색채 채택에 미
감의 전달보다 직접적·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 더 중요시된다. 

시간 작품 감독 색채 색채관
1950 《고맙다 얼룩고양이》 방명 흑백 무

1951 《소철주》
특위
방명

흑백 무

1952 《고양이 낚다》 김근 흑백 무
1953 《버섯을 뜯다》 김근 흑백 무
1953 《소소영웅》 근석 색채 오채관

1954 《허풍을 떠는 개구리》
하옥문
안평

왕수침
흑백 무

1955 《좋은 친구》 특위 흑백 무
1955 《신필》 근석 색채 다채불교관
1956 《까마귀는 왜 흑생》 일범 색채 다채불교관
1956 《거만한 장군》 특위 색채 오채관
1958 《과호산》 포뢰 색채 다채불교관
1958 《일푹동금》 전가준 색채 무
1958 《수박 먹은 저팔계》 만씨형제 색채 다채불교관
1959 《어동》 만고섬 색채 오채관
1960 《총명한 오리》 우절광 색채 무

1961
《올챙이가 어마를 

찾다》
특위

전가준
수목 지백수흑관

1962 《미두뇌와 불고흫》 임용용 색채 무
1963 《목적》 특위 수목 지백수흑관

1964 《대뇨천공》
이극약
만뢰명

색채 오책관

1965 《초원영웅 소자매》
하옥문
호동론

색채 무

1973 《소호수》 엄정헌 색채 무
1973 《동해소초병》 호웅화 색채 무
1973 《소팔로》 우뢰 색채 무
1978 《나타뇨해》 왕왕 색채 다채불교관
1978 《구색록》 전가준 색채 다채불교관
1978 《사슴의 방울》 탕징,오강 수목 지백수흑관
1978 《휼방상쟁》 호진경 수목 지백수흑관
1978 《산수정》 특위 수목 지백수흑관
1979 《호묘미미》 하옥문 색채 무
1980 《내 친구 소돌고래》 대철랑 색채 다채불교관
1980 《노랑청객》 방일군 색채 다채불교관
1980 《눈아이》 림문소 색채 오책관

1980 《아범제의 이야기》
애극배이·
오랍목

색채 다채불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