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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Have a nice day, 2017>는 주로 중국의 빠른 도시화

와 산업화 환경 속에서 발생한 중국 현대사회의 문제들

을 사회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시각을 통해 사회 현실

을 애니메이션 형식을 빌어 비판하였다. 류젠(刘健) 감독

은 <Have a nice day, 2017>가 애니메이션의 은유적 표

현기법을 통해 사회문제와 중국 현대의 시대상을 효과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Have a nice day, 2017>가 현대 중국 사회가 빠른 도시

화로 인해 초래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사실주의 애니메

이션 형식으로 재현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논문의 구성은 첫째, 사실주의 영화의 사회 비판 기능

과 의의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도출한다. 셋째, 애니메이션 영화 

<Have a nice day, 2017>에서 나타낸 사회적 비판에 대

해 애니메이션의 은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Ⅱ. 사실주의와 애니메이션의 이론적 고찰

  사실주의 장르의 영화 작품은 현대인들의 실제 생활 

모습과 생존 환경을 반영하여 인간 삶의 본질과 사고에 

대해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 애

니메이션 이미지는 현실 세계를 완전히 재구성하며, 현

실 세계의 언어와 기호 시스템에 대한 추상적 표의이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자연주의의 표면적 차원을 뛰어 넘어 

각종 층위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사실주의는 매우 복잡하다. 만약 

애니메이션과 같은 예술 형식이 단순히 시각적인 묘사만

으로 표현된다면 관객들은 지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의 인물 또는 사건의 내재적 의미를 반영하면 사

실주의 표현의 깊이감이 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들>은 영상 자체를 뛰어 넘은 문

화 속성과 인문 내용으로 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에 의해 

사실주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Ward가 말했던 것처럼 “진

정한 ‘사실주의’는 객관사물의 표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표면 현상 뒤에 감춰진 모순된 현실을 밝혀 

낸다”[2]고 하였듯이 현실 세계의 사회 문제를 재현하는 

영화들이 다루는 문제는 등장하는 인물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현대의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론화 되는 사회적 측

면이므로 관객들의 성찰과 토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다[3].

  또한, 사실주의 애니메이션 창작 기법에서 로토스코핑

(Rotoscoping)이 주로 사용된다. 즉, 실제 환경을 촬영한 

다음 이를 모방하여 그림을 그려 제작하는 방법이다. 이

런 기법은 현실 세계의 배경을 그대로 표현하였고, 캐릭

터의 운동 법칙은 과장된 변형 처리를 거치지 않고 실제 

운동 법칙에 따라 제작된다. 이와 같이 현실 세계의 객관

적 존재에 대한 재현은 애니메이션의 기능 즉 모방적 대

체(mimetic substitution)를 나타냈고, 사실적 특징을 보

여주었다. 로토스코핑 기술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은 현실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미지의 또 다

른 측면을 나타내면서 실제 스토리텔링에서 기록적 특성

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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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Have a nice day, 2017>는 중국의 빠른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 빈민층의 사회적 소외와 뒤틀린 

욕망을 묘사하였다. 세계 최대 경제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그 이면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며, 본 영화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은유와 비유를 통해 표현하였고, 영화를 통해 사회적 비판과 여론의 장으로 끌어내었다. <Have a nice day, 2017>

를 대상으로 한 본 논문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Have a nice day, 2017>에서 재현된 사회적 비판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사실주의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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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문헌 연구를 통해 애니메이션 영화 <Have a nice 

day, 2017>에 관한 분석 요소를 도출하였는데, 표1과 같다.

사실주의 영화의 특징

   -로컬 문화의 재현
   -공론화

   -모방적 대체
   -사실적, 기록성

애니메이션의 표현 기법

중국 사실주의 애니메이션 <Have a Nice Day, 2017>에 대한 분석

표 4. 분석 툴 도출

Ⅳ. 사례연구

1. 사례대상

  본 논문은 류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Have a nice 

day, 2017>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영화는 중국 

남방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였는데, 기

사장은 약혼녀의 성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 사장

의 돈 100만원을 훔치게 된다. 장의 도둑질은 마을 전체

를 들썩였고, 엉뚱한 생각을 품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쫓

기게 되면서 일련의 황당한 이야기가 발생한다. 해당 애

니메이션은 사실주의 색채가 가득한 스토리텔링 콘셉트

와 거친 시각적 효과 및 현대 중국에 대한 깊은 묘사를 

통해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당선되었

으며, 또한, 제54회 타이완 금마상의 최우수 장편 애니메

이션 상을 수상하였다.

2. 사례분석

  영화의 배경에 등장한 광고판, 길거리의 가게들, 맨홀 

등 현실 세계의 평범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생활의 분위

기를 표현하여 현실적인 스토리텔링 공간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사건을 여러 차례 활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도

날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선거 운동에서 수집한 음

성 또는 마크 주크버그(Mark Zuckerberg) 또는 마윈(馬

雲)의 강연 등으로 이 영화를 실제 현실 세계와 연계한

다. 이와 동시에 영화는 영상을 통해 캐릭터의 내면 상태

를 반영하였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회색 톤의 배경 묘사

와 버려진 건축물 등은 사회 경제의 고속 발전이 사회 

저소득층에 가져다준 방황과 실의를 표현하였다.

▶▶ 그림 1. 공사장 장면(좌), 

기사 장이 돈을 훔치기 전의 장면(우)

 

  영화는 금전과 사람의 관계를 스토리 줄거리로 하였는

데 100만원의 현금을 둘러싸고 각종 “작은 인물”들이 연

이어 등장하게 된다. 얼핏 보기에 몇몇 사람들이 돈을 빼

앗는 이야기를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도시의 아웃사이

더들이 그들의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광적인 

이야기를 그렸다. 또 영화에는 공사장 노동자들이 자유

에 대해 토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유”의 경계선은 각

각 시장의 자유와 마트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쇼핑의 자

유이다. 이를 통해 소박한 일상생활 분위기를 반영할 뿐

만 아니라 은밀한 뜻을 감추고 있다.

▶▶ 그림 2. 영화의 마지막 장면

  또한, 영화는 각종 등장 인물들이 돈을 빼앗는 목적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었다. 기사 장은 여자 친구가 좋은 성

형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킬러 가

족이 미션을 수락하는 것은 딸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

기 위해서이며, 장의 여자 친구의 사촌언니가 장의 돈을 

갈취하려는 것은 남자친구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이다. 영화는 현실 세계의 다양성과 복

잡함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결

과를 얻지 못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배금주의에 대한 분

노와 욕망에 대한 사회의 비판을 토론하였다.

V. 결론

  <Have a nice day, 2017>는 창작 과정에서 현대 또는 

역사적 사건을 차용하여 현실 현상에 대해 관객 스스로 

이해하도록 사고를 유발시켰다. 영화는 사실주의의 인문

적 관심을 애니메이션 창작에 녹아들게 하여 사회 현실

에 대한 비판을 통해 관객들의 반성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 인성에 대한 분석과 관심을 보여주었고 새

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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