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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북한 애니메이션에 한 연구는 아직 빈약하며, 특히 기법이나 스타일에 한 연구는 이 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에 주목하되 북한 인형 화가 양 인 면과 조형의 

질 인 면이 에 띄게 향상된 1985년경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 창기부터 인형 화에 해 국가 으로 꾸 한 지원이 있었고, 인형 화의 통이 강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형 화는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었으며 1985

년부터는 매 해 꾸 히 제작되었다. 1985년에 제작된 캐릭터 디자인에는 구조 인 특징과 표 상의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조 으로는 철제골격을 사용하여 실험 인 형태와 정확한 의 움직임이 가능

했고, 표 으로는 조선화기법을 캐릭터 디자인에 용하여 북한 인형 화 캐릭터 디자인에 간결함과 

명확함, 섬세함이라는 나름의 미학을 정립했다.

■ 중심어 :∣인형 애니메이션∣1985년 북한∣캐릭터 디자인∣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on the character design of North Korea's puppet animation around 1985. 

At that time North Korea's puppet animation are improved glaringly in quantitative side and 

qualitative side of modeling. There has been constant support nationalistically to puppet 

animation from the initial period of animation production in North Korea unlik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unicated lively with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where tradition of 

puppet animation is strong. We can discover structural and figurative change of distinct feature 

in character design in 1985. Structurally, experimental forms and correct movement of joint 

were possible, because they used ball and socket armature. Expressively, they established own 

esthetics of character design in puppet animation applying technique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to character design: laconism, perspicuity, del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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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북한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 를 타

고 방 된 것은 1999년 1월 5일 iTV(인천방송)의 신년

특집 방송을 통해서 다. 물론 그 에도 북한 애니메

이션이 소개되기도 했었으나 작품 체를 보여  것은 

인천방송이 처음이었다. 이후 EBS의 '애니토피아'와 

KBS의 '남북의 창' 등을 통해서도 북한 애니메이션은 

소개되었는데[1], 1990년  후반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북한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

외일 정도로 북한 애니메이션의 수 은 높았으며 내용

도 체제를 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교훈

인 내용이라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었다. 이후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을 했던 2000년을 후로 비교  활

발해진 문화 교류에 힘입어 북한 애니메이션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게 된다[2].

하지만 그 연구의 양은 빈약하다. 2010년 10월 재 

국립 앙도서 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논문의 경우는 학  논문과 연구 논문을 포

함하여 7편[3]이고, 단행본  연구서는 겨우 3권[4] 뿐

이다. 이외 북한 애니메이션에 한 잡지 기사나 국내 

시 혹은 상 에 한 언론 기사들[5]이 있을 뿐이다.

연구의 내용 역시 제한 인데, 북한 애니메이션 작품

의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본격

인 연구라 하더라도 서사 방식이나 작품에 나타난 이

념, 아니면 남북한 교류를 해 북한 애니메이션을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기법이나 스타일 등, 형식과 련한 본격 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연구의 상도 드로잉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부분이었다. 하지만 북한 애니메이션

은 드로잉 애니메이션 기법 외에도 인형을 사용한 스톱

모션 기법과 지 기법의 작품들이 애니메이션 제작 

기부터 꾸 히 제작되어 왔다. 를 들어, 1960년에 제

작된 최 의 애니메이션은 만화 화[6]인 < 도끼와 

은도끼>와 인형 화인 <신기한 복숭아>이다[7]. 이후 

1964년에는 만화 화 <코끼리와 곰>과 <친한 동무>, 

인형 화 <제비 삼 형제>, 지형 화 <세 동무>가 제작

되었고[8], 1975년에도 만화 화로는 <조롱이와 부엉

이>와 <용감한 기러기>, 인형 화로는 <일터의 종소

리>와 <꼬마 선수들 이겼다>, 지형 화로는 <다람쥐

와 곡간>, <자루속에 든 승냥이>가 제작되었다[9].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85년 이후 북한 애니메

이션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에 주목해 보려고 한

다. 특별히 1985년경을 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이 

해를 심으로 북한의 인형 화가 양 인 증가와 조형

인 면에 있어서 질 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 으로 보면 1985년 이 까지는 1960년

에 제작된 총 10작품  인형 화는 5편, 1970년 에는 

총 17작품  인형 화는 7편이 제작 되었으며[10], 

1980년 에 들어서서는 1985년 에 제작된 5작품  

1983년에 <토끼 > 한 작품이 인형 화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1985년부터는 한 해에 꾸 히 7작품 이상의 아

동 화가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인형 화도 매 해 꾸

히 제작되기 시작하 다. 를 들어, 1985년에는 제작된 

총 9편  인형 화 2편, 1986년에는 총 7편  5편, 

1987년에는 총 12편  1편, 1988년에는 19편  3편이 

제작되었다[11].

뿐만 아니라 1985년을 기 으로 조형 인 수 도 높

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히 캐릭터 디자

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정형화된 북

한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은 2000년 까지도 유지

되고 있다는 에서 북한 인형 화의 시  변화와 형

식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우선 북한에서 인형

화가 창기부터 꾸 히 제작되어 1985년에 양  질

 수 이 높아질 수 있었던 배경을 남한과 비교하여 

고찰해보고, 이후에는 본격 으로 캐릭터 디자인의 특

징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3장에서는 1985년도에 제작

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캐릭터 디자인의 제작 기술  

특징을 이 과 이후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하여 논의해

보고, 4장에서는 이들 캐릭터 디자인의 표 인 특징

이 지닌 의미를 다른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함으로써 

 북한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 미학을 이해하는 단

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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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 인형영화 발전의 배경

북한에서 인형 화가 애니메이션 창기부터 2000년

 이후까지 꾸 히 제작될 수 있었던 가장 직 인 

이유는 국가 인 지원 때문이다. 1960년에 제작된 <신

기한 복숭아>는 북한 최 의 애니메이션 작품이자 북

한 최 의 인형 화인데, 1950년  한국 쟁 후 재건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을 때, 김일성은 아무리 돈이 들어

도 아이들을 한 화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많

은 자 을 내어 만화 화와 인형 화를 만들기 한 자

재와 설비들을 일일이 마련하고 창작집단을 모아 첫 아

동 화인 <신기한 복숭아>와 <흥겨운 들 >들이 나

오게 해 주었다고 한다[12]. 그리고 북한의 문학 술의 

체 규모에서 볼 때 아동 화는 사실상 큰 치를 차

지하지 못하는 술의 한 형태인 바, 일부 일군들이 아

동 화를 매우 소홀이 생각하고 창작계획에서 인형

화지표를 빼버린 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받은 김정

일은 일군들을 불러 나라의 귀 한 보배들인 어린이들

을 교양하는 화를 어떻게 그 게 취 하느냐며 엄하

게 지 하고 만화, 인형, 지형 화들에 다같이 힘을 넣

어 발 시켜나가도록 강령 인 이야기를 하 다[13].

이는 남한의 경우와는 조 인데 남한에서 인형

화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7년도로 강태웅 감독의 

<흥부와 놀부>가 그것이다. 이는 1956년 럭키치약 CF

로 최 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이후 약 10년만의 일

로, 강태웅 감독이 개인 으로 당시 유럽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건 가 인기를 얻고 있던 인형 애니메이션을 

일본 통인형 화부에서 가서 기술을 익 와 제작한 

것이다. <흥부와 놀부>는 남한의 첫 인형 화 지만 

청룡상 비극(非劇) 화작품상을 수상하고 제 14회 아

세아 화제에 출품되기도 하 으나[14] 연이어 다른 

인형 화가 제작되지는 못했고, 1978년이 되어서야 역

시 강태웅 감독에 의해 <콩쥐 팥쥐>가 제작[15]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게 남한과 다르게, 북한에서 인형 화가 국가

으로 요시되었던 배경에는 한국 쟁 후 세계 으로 

냉  시 를 겪으며, 남한이 미국 디즈니의 <피터팬>

과 <백설공주> 등을 수입, 상 하는 등 주로 미국으로

부터 문화 인 향을 받았던 것에 반해, 북한에서는 

소련(러시아)을 비롯해서 인형 화의 통이 강했던 체

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

들과 많은 교류를 하 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이 연구

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1985년의 기록만 보아도 조선

화 표단은 소련을 두 차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각각 한 번 씩 방문하 다. 특히 

폴란드 방문시에는 폴란드의 만화 화촬 소를 참 하

다고 명시하고 있다[16]. 한 같은 해, 랑스 만화

합작 화 표단이 북한과 만화 화 합작을 해 북한

을 방문했다[17]. 그리고 1985년 10월에는 만화 화인 

<날개달린 룡마>와 지형 화인 <참외를 굴린 개미>

가 불가리아의 Varna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만화 화축

에서 상장을 수여 받았는데[18], 이처럼 사회주의 국

가에서 개최되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

을 통해서도 동유럽의 인형 화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86년 2월에는 랑스 리의 조르주 

피두 센터에서 조선 화 회고상  주간을 가졌는데

[19], 이런 교류를 통해 북한이 랑스의 애니메이션 작

품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 

2009년에 서울에서 개인 을 열었던 탙북화가인 조용

에 한 기사에서도 북한 아동 화가 1990년 에도 러

시아  동유럽 국가들과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5년 평양미술 학을 나와 책임미술가로 활동하

며 '꾀동이' '잘못 나는 약' 등 4편의 애니메이션을 연

출한 그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만

화 화 감독이었다. 90년  반까지 문화교류를 해 

러시아를 자주 드나들게 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며 피카소, 고갱, 클림트 등의 그림을 하고선 

학시  쌓았던 미술 실력을 되살려 상화를 수없이 그

렸다..."[20]

그가 책임미술가로 작업한 <꾀동이>(1990)와 <잘못 

나  보약>(1991)은 모두 인형 화인데, 그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유명했다는 것에서 인형 화제작과 련하

여 이들 나라들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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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 게 북한이 화 분야에서 교류했던 나라들을 

보면 인형 애니메이션에 해 특별한 통을 가지고 있

는 가 많다. 

소련의 경우는 기 인형 애니메이션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라디슬라스 스탈 비치(Ladislas 

Starewitch)가 1882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1910년

에는 그의 첫 인형 애니메이션인 <사슴벌 의 결투

(Battle of the stag beetles)>을 제작한 곳인데, 그는 

1920년에는 랑스에서 정착하여 <도시쥐와 시골쥐

(The town rat and the country rat)>(1926)를 비롯하

여 <여우 이야기(The tale of the fox)>(1937), <개와 

고양이처럼(Like dog and cat)>(1965) 등의 수많은 인

형 애니메이션 작품을 1965년에 생을 마감하는 해까지 

제작하 다[21].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 1993년에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나뉘었는데, 체코는 인형극의 통이 유

달리 강한 곳으로, 이리 트릉카(JIri Trnka, 1912-1969)

와 카  제만(Karel Zeman, 1900-1993)등 세계 으로 

유명한 감독들이 있었고, 이후 티슬라  포야

(Bretislav Pojar, 1923-), 얀 스반크마이어(Jan 

Svankmajer, 1934-), 이리 바르타(Jiri Barta, 1948-) 등

에 의해 인형 애니메이션이 계속 으로 발 하며 제작

되고 있다[22]. 일본 인형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키하치

로 카와모토(Kihachiro Kawamoto)의 경우, 트릉카에

게 향을 받아 인형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라하에 가

기도 했다. 

다음으로 폴란드를 살펴 보면, 그들의 기 애니메이

션 역사에서 당  최고의 폴란드 인형 애니메이션 감독

이었던 카롤 마르작(Karol Marczak)이 있었는데, 그는 

리에서 스타 비치의 조수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23]. 이런 폴란드 인형 애니메이션은 리디아 호

르닉카(Lidia Hornicka, 1923-1973) 등에 의해서 통

을 이어 제작되어졌다[24]. 

이 게 인형 애니메이션의 통이 특별한 유럽의 국

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은 애니메이션 제작 기부

터 인형 화를 요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르로 생각하

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상 으로 

인형 화가 발달하게 된  다른 이유로 세계 2차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경우, 쟁으로 

무 진 나라를 재건하느라 재정이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셀 애니메이션보다 경제 인 기법인 지(지형) 애니메

이션이나 인형 애니메이션, 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보다 많이 제작하게 되었

다는 올리비에 코트(Olivier Cotte)의 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25]. 북한의 경우도, 나름의 술 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쟁 이후 나라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화 화보다 은 인력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인형 화

와 지형 화에 심을 두고 지속 으로 지원하고 제작

한 것이라 생각된다. 

  

III. 1985년 북한 인형영화 캐릭터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

1985년 제작된 인형 화의 구조 [26] 특징을 살펴보

기 해 1985년에 제작된 <메돼지네 담장>과 <제일 

큰 힘> 두 작품을 살펴보자. <메돼지네 담장>은 부지

런히 일하여 물고기와 꿀을 가득 마련한 멧돼지가 승냥

이가 훔쳐가는 것을 막기 해 담장을 쌓았으나 담장 

의 나무에서 마당으로 뻗은 나뭇가지는 간과하 다

가 결국 승냥이에게 물고기와 꿀을 빼앗긴다는 이야기

로 멧돼지와 승냥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며, <제

일 큰 힘>은 개미들  유달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

돌이가 제일 큰 힘은 여럿의 지혜와 힘이 합하여진 것

임을 깨닫는 이야기로 개미와 독거미 캐릭터가 등장하

는 화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의 캐릭터가 동물과 곤충

으로 종류가 다르지만, 공통 으로 보이는 첫 번째 특

징은 허리가 매우 가늘다는 것이다. 멧돼지 캐릭터의 

경우는 돼지라는 특성 때문에 가는 허리는 아니지만, 

승냥이의 경우는 유달리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이 에 제작된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

구리의 겨울차비>(1974)과 <토끼 >(1983)에 등장하

는 다른 동물 캐릭터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히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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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5년도에 제작된 캐릭터(위)와 이전에 제작된 

캐릭터(아래)의 허리 비교    

다음으로 두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의 구조

인 특징은  부분이 이  작품과 비해 정확히 구

부러지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를 통해 확인

해 보면, < 구리의 겨울차비>의 구리와 <토끼 >

의 토끼 캐릭터의 팔은 활모양으로 넓게 구부러지지만, 

1985년의 <메돼지네 담장>의 승냥이 캐릭터와 그 이후

에 제작된 <손해 본 구리>의  구리 캐릭터를 보면 

팔의 이 실제 인간의 팔의 구조와 같이 한 지 을 

심으로 구부러진다.

그림 2. 1985년 전에 제작된 캐릭터(위)와 1985년 이후

에 제작된 캐릭터(아래)의 팔 구부러짐 비교

그 다면 1985년의 인형 캐릭터 디자인에서 와 같

은 구조 인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한 단서는 1985년도 아동 화의 활동에 해 소개하

는 1986년도『조선 화년감』의 에서 발견할 수 있

다.

"이밖에 인형 화의 인물제작에서 철제골격을 100

로 도입하여 인물들의 움직임과 조형성을 원만히 보장

하고..."[27]

하지만 철제골격에 해서는 함께 사진자료를 제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태의 골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으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인형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한 철제 골격은 철사를 이

용한 간단한 구조(와이어 아마추어, Wire Armature)이

거나 볼과 소켓을 이용해 별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 Ball and Socket 

Armature)가 있는데[28], 이 에는 북한에서 나무 골격

이나 와이어 아마추어를 사용하다가 1985년에 100% 도

입한 철제골격은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라 생각된다. 

왜냐면 창기 스톱모션 작가들은 유럽의 통 인형 제

작 방식에서 유래한 나무로 만든 를 사용했다.[29] 

라디슬라  스타 비치(1892-1965)가 사용했던 인형의 

골격을 보아도 머리와 몸통, 다리는 나무를 사용하여 

깎아서 제작하고, 움직임을 해 연결 부분에 철사를 

사용했는데, 이런 나무 재질의 는 쉽게 마모되고 

철사를 사용할 경우, 오래 촬 하면 끊어질 수 있어서 

차 견고한 소재의 아마추어를 찾게 되었고 스타 비

치 역시 계속 으로 인형 캐릭터를 개선해 나가면서 기

술 으로 발 된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와 가죽과 펠트

로 덮여진 인형을 제작했다[30]. 그래서 재 < 스 

앤 그로 >을 제작한 아드만 스튜디오를 비롯한 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의 경우는 부분 볼 앤드 소

켓 아마추어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면 인형 화 캐릭터

에 있어서 골격은 동작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

기 때문에 매우 요한데[31] 와이어 아마추어는 비용

이나 제작 방식이 용이한데 비해, 움직임이 둔하고, 많

이 움직일 경우 부러질 수 있다는 단 이 있고 볼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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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 아마추어는 속을 가공해서 제작하여 문 인 

제작 방식이 필요하지만 애니메이터가 캐릭터를 움직

이는 동안 안정 인 성능을 보이고, 섬세한 표 이 가

능한 장 이 있기 때문이다[32].

그림 3. (왼쪽부터)라디슬라브 스타레비치의 초기 나무골격/ 

와이어 아마추어/ 아드만스튜디오의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

특히 캐릭터의 이 있는 부분에서 와이어 아마추

어는 실제 의 축 운동과는 달리 동작 을 심으로 

여러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 결과 굽

진  부 는 둥 게 말린 형태가 된다. 하지만 볼 앤

드 소켓 아마추어의 경우는 실제 과 동일하게 한 

에서 구부러지는 움직임을 표 할 수 있다. 즉, 볼 앤

드 소켓 아마추어를 사용하면 움직임을 보다 원만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골격에 따른 움직임

의 차이는 앞에서 제시했던 1985년과 그 이후 작품 속 

캐릭터 디자인의 구조  특징  하나인 한 축으로 구

부러지는 동작을 설명해 다. 즉, 『조선 화년감』에

서 기록했듯이 1985년부터 인형 화의 캐릭터 제작에 

100% 철제 골격, 다시 말해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를 

사용하게 되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원만하게 보장한 것

이다. 

그림 4. 와이어 아마추어와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의 관절 

굽힘 형태 비교[33]

이런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는 『조선 화년감』에 

쓰여 있는 것처럼 캐릭터의 움직임 뿐 아니라 캐릭터의 

조형성도 보장해  수 있는데, 이것으로 앞에서 살펴 

본 1985년 인형 화 캐릭터 디자인의  다른 구조  

특징인 유달리 가는 허리에 해 설명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와이어 아마추어의 경우, 일반 으로 움직이기에 

당한 연성을 가진 납이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겁거나 불균형한 형태의 인형은 체 하 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 동작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 앉거나 조 씩 움직여서 화면에 떨림 상을 만들 

수 있다[34]. 그러므로 와이어 아마추어에서는 상체를 

잘 지탱해  수 있는 튼튼한 하체가 필요하며 허리부

도 여러 번의 움직임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비교  굵

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

의 경우는 주로 사용되는 재질이 황동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므로, 와이어 아마추어에 비해 견고하고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실험 인 형태의 캐릭터 

디자인도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데, 이 의 작품 속 캐

릭터에 비해 1985년에 제작된 <메돼지네 담장>의 승냥

이 캐릭터와 <제일 큰 힘>의 개미 캐릭터들의 유독 가

는 허리는 이 해에 100% 도입된 볼트 앤드 소켓 아마추

어 덕분에 허리가 가늘어도 상체의 무게를 무리 없이 

지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허리가 가는 형태의 인형 캐릭터가 계속 

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1986년부터 제작된 인형 화

의 캐릭터들을 보면 사람 캐릭터는 거의 통 인 한복

을 입고 있고, 동물 캐릭터일지라도 부분 의인화되어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어 허리 부분은 옷에 가려져 있

으며 특별히 허리를 가늘게 강조한 디자인은 없다. 

신 1986년의 <우쭐 던 개구리>를 보면 캐릭터의 골격

을 숨기지 않고, 골격 자체를 캐릭터 디자인에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한 1998년에 제작된 

<음악 경연날에 있은 일>에 등장하는 야채 캐릭터들의 

경우,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기 해 다시 부분 으로 

철사 골격을 사용하기도 하 는데, 이처럼 1985년에는 

그 해 도입된 볼 앤드 소켓 아마추어의 장 을 살릴 수 

있도록 캐릭터를 디자인했으나, 이후에는 반드시 볼트 

앤드 소켓 아마추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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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골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디자인

에 활용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1985년 이후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들

(위측 좌부터, <꾀동이>(1990), <오누이와 나무군>(2000), 

<손해 본 너구리>(1987), <토끼형제와 승냥이>(2000), 

<우쭐대던 개구리>(1986), <음악 경연날에 있은 일>(1998))

IV. 1985년 북한 인형영화 캐릭터 디자인의 

표현적 특징

1985년에 제작된 <메돼지네 담장>과 <제일 큰 힘>

의 캐릭터 디자인의 두드러지는 표 상의 특징은 이

에 제작된 캐릭터에 비해 각 동물의 독특함이 간결하면

서도 명확하고 섬세하게 잘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곤충 

캐릭터인 <제일 큰 힘>과 비교할 이  인형 화 작품

이 없으므로, <메돼지네 담장>과 1985년 에 제작된 

작품 속의 캐릭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  

1985년 에 제작된 구리와 토끼 캐릭터가 단순한 모

양인데 반해, <메돼지네 담장>에 등장하는 승냥이와 

멧돼지 캐릭터는 만화 으로 과 코를 강조하면서 승

냥이는 거친 털로 덮고 작은 이빨을 보이게 하고, 멧돼

지는 큰 어 니를 보이게 하여 각 동물의 특징을 과장

되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승냥이의 경우 코 

아래 부분에 수염을 연상 시키는 들을 표 하는 등 

세부 인 묘사도 추가되어 보다 완성도 있는 모습임을 

볼 수 있다. 

  

그림 6. 1985년 이전의 너구리 캐릭터(위, <너구리의 겨울

차비>1974)와 토끼 캐릭터(위, <토까전>1983)와 

<메돼지네 담장>(1985)의 승냥이와 멧돼지 캐릭터

(아래)

이와 같은 특징은 이후 제작된 인형 캐릭터들을 통해 

좀 더 발 되는데,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1985년 이 과 이후 작품에서 보이는 동물별 캐릭터 디

자인을 비교해보면, 1974년에 제작된 < 구리의 겨울

차비>의 구리와 각각 1986년과 1987년에 제작된 <물

에 빠진 구리>와 <손해 본 구리>의 구리 캐릭

터 디자인에서 1986년과 1987년의 캐릭터가 훨씬 구

리의 특징을 선명하고 간결하며 섬세하게 표 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를 들어, 1974년에는 캐릭터에 

옷을 입히지 않았지만, 1986년과 1987년 작품에서는 사

람들이 입는 것과 같이 정교하게 제작된 옷을 입  의

인화의 효과를 더욱 살려주고 있으며, 1974년에는 썹

이 없어 감정을 표 하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이 

있었다면, 1986년과 1987년의 구리 캐릭터에는 썹

이 있어 풍부한 표정을 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리  부분의 얼룩을 1974년에는 그냥 색만 다르게 

했다면 1986년에는 다른 천을 덧 어 표 하며 끝부분

을 포인트를 주어 오려내어  부분에 더 주목할 수 있

도록 디자인했고, 볼과 입 부분의 표 도 에 비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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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감을 주며 형태를 다듬어서 귀여운 느낌을 다. 그

리고 1987년의 <손해 본 구리>의 캐릭터의 경우 

1986년의 구리 캐릭터와 정교하고 귀여운 느낌은 동

일하지만, 1986년에는 털 느낌을 주는 천으로 피부를 

표 한데 반해 1987년에는 매끈한 재질로 표 했고, 

썹도 털이 아니라 비교  매끈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코 

부분의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더 작다. 

 

그림 7. <물에 빠진 너구리>(1986), <손해본 너구

리>(1987)의 너구리 캐릭터

그런데 구리 캐릭터를 비교한 1974년과 1986년 사

이의 간격이 무 크다면, 이번에는 1983년의 <토끼

>의 토끼 캐릭터와 이후 작품에 등장하는 토끼 캐릭

터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아래 참고 이미지를 보면, 우

선 옷은 입고 있지만, 1983년의 토끼 캐릭터도 1974년

의 구리 캐릭터와 같이 썹이 없으며, 얼굴형은 그

냥 공과 같은 동그란 형태인데 반해, 1991년과 1994년

의 작품에서는 썹이 있어 다양한 표정 연출이 가능하

고, 얼굴형은 동그랗지만  부분은 약간 움푹하고 볼

과 코 부분에는 볼륨감이 있어 보다 렷하고 귀여운 

인상을 다. 그리고 1991년과 1994년의 캐릭터는 앞에

서 살펴 본 1985년 이후의 구리 캐릭터와 같이 서로 

다른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색상이 다

른 토끼를 표 하고 있고, 얼굴형도 1991년의 토끼가 

더 원형에 가깝다면 1994년의 토끼는 좀 더 길쭉하고, 

썹과 , 코, 귀의 모양도 서로 다르게 디자인되어 각

각 다른 인상을 다. 

 

그림 8. <잘못 나눈 보약>(1991), <알락공>(1994)의 토끼 

캐릭터

실제 으로 1974년의 < 구리의 겨울차비>에 비해 

1983년의 <토끼 >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체 으

로 보다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85년부터 인형 화의 캐릭터 디

자인에 썹이 등장하고, 형태 으로도 보다 섬세한 볼

륨감과 세부 인 표 을 통해 캐릭터마다의 성격과 특

징을 잘 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1985년 이후에 제

작되는 인형 캐릭터들은 2000년 에 제작된 캐릭터들

과 비교하여도 형태상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에 맞도록 약간씩의 변화를 느낄 수 있

을 뿐이다. 

그림 9. 1985년 이후 제작된 캐릭터들: 위측 왼쪽부터, <없

어진 생일날>(1986), <힘장수> (1988), <알락

공>(1994), <개구리가 그린 그림>(1999), <토끼

와 승냥이>(2000), <멍멍이의 벽시계>(2000)

그 다면, 이 게 1985년을 기 으로 이런 캐릭터 디

자인의 표 상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

해 성립된 북한 인형 캐릭터 디자인의 미학은 무엇일

까? 여기에 한 단서 역시 1985년도의 아동 화에 

해 기록한 『조선 화년감』의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밖에 인형 화의 인물제작에서 [...] 인물과 소도

구 장치에서 조선화기법을 용하여 인형 화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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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튼튼한 토 를 마련하 다."[35]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물과 소도구 장치에 

용한 조선화기법이 에서 제시한 1985년도부터 드러

나는 캐릭터 디자인의 표 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

을까? 사실 조선화기법이라고 하기엔 이들 인형 화에

서 발견되는 스타일은 국의 2차원 수묵 애니메이션

에서 보이는 동양화  스타일과는 거리감이 있다. 하지

만 1985년 『조선 화년감』에서는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의 형상성, 즉 조형성에 한 다른 언 이 없고, 

조선화기법에 한 구체 인 시나 설명도 없기 때문

에 이에 해 논의하기 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조선화

기법을 용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먼  북한의 『조선 백과사 』에서 '조

선화'에 한 설명을 찾아보면, '조선화'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회화형식으로, 오랜 통을 가지고 있는 동양화

의 한 형식이지만 동양화의 일반 인 특징을 띠면서도 

고유한 민족 회화형식의 훌륭한 특징을 뚜렷이 갖추고 

있다고 한다.[36] 즉, 북한의 조선화는 남한의 '한국화

'[37]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

화기법'에 한 설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화의 묘사수단들과 그림재료를 다루는 방법. 

[...] 조선화기법은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조선회화

법의 기본특징을 담보해 주고 있다. 조선화기법은 함축

과 집 의 원리에 기 하고 있으며 그것은 선을 기본으

로 하는 간결한 형태묘사, 본색을 주로 돋구어 내면

서 체 화면의 색조를 조화롭게 통일시키는 색채묘사, 

힘 있고 아름다운 형상을 담보하는 세련된 필치들에서 

집 으로 나타난다. [...] 조선화기법은 매우 다양하지

만 크게는 선묘법, 몰골법, 우림법으로 나 어 볼 수 있

으며 나머지 다른 기법들은 이 세 가지 기법에서 생

된 다양한 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조선화의 다양

한 기법들은 선명하고 간결한 화법  특성을 표 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상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게 한다[38]."

그런데 이 에서 조선화기법의 실례로 들고 있는 선

묘법, 몰골법, 우림법 등은 모두 그림을 한 기법들[40]

로, 3차원 인 인형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직 으로 

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조선 화년감』에서 

인형 화의 인물  소도구 장치에 용하 다는 조선

화기법은 실질 인 화법보다는 보다 본질 인 조선화

기법의 특징인 선명, 간결, 섬세와 이를 한 함축과 집

의 원리를 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다면 이 함

축과 집 의 원리는 무엇일까? 『조선 백과사 』의 

'조선화'에 한 설명 부분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

는데, 조선화 화법의 선명성과 간결성, 섬세성은 그 어

떤 개별 인 표  수단이나 수법들에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며 함축과 집 의 원리는 모든 형상요소들을 선

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특성에로 복종시키고 통일시

켜 주는 기 로써, 사물 상의 가장 본질 이고 특징

인 것을 뚜렷이 부각시켜 상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 

낼 수 있는 술  일반화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함축과 집 은 형태, 색채, 명암을 인민의 미감

에 맞게 생략하면서 화면구도를 간결하게 하고 상의 

질  특징을 잘 나타내며 작품의 심을 두드러지게하

는 우월한 조형원리라고 쓰고 있다[40]. 그러면서 조선

화를 발 시킨 화가 의 한 명으로 김홍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간단한 선들만으로 

상의 특징을 잡아내어 살아있는 듯 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선화기법의 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10. (왼쪽부터)김홍도의 <서당>, <송하맹호도>, <모구

양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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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김홍도의 표 인 풍속화인 <서당>과 동물

을 그린 <송하맹호도>와 <모구양자도>를 보면, 모두 

체로 배경은 생략하고 있다는 공통 이 있고, <서

당>의 경우, 평범한 일상을 화가의 따뜻하고 리한 시

각으로 포착하여 훈장님과 울고 있는 아이와 이를 지켜

보는 다른 학생들의 각기 다른 표정이 간결한 선만으로

도 잘 표 하고 있다. 그리고 <송하맹호도>의 호랑이

와 <모구양자도>의 어미개와 강아지들의 경우는 각기 

잔 붓으로 세 하게 극 사실에 가까운 묘사를 하면서도 

호랑이는 호랑이다운 무게감과 동시에 민첩하며 유연

함이 살아있고, 어미개는 모성애가 깃든 표정이, 강아지

들에게서는 강아지다운 귀여움이 생동하게 느껴진다

[41].

이를 통해 볼 때, 1985년에 인형 화 캐릭터에 조선

화기법을 용하여 형상성을 높 다는 것은 이 에 비

해 실재하는 상의 본질 인 특징을 잘 포착(함축하고 

집 )하여 간결하지만 명확하고 섬세하게 보여주게 되

었다는 의미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1985년과 그 이후에 제작된 승냥이와 멧돼지, 

구리와 토끼 캐릭터에서 보여지는 이 에 비해 간결

하고 명확하며 섬세한 표 인 특징을 설명해 다. 

V. 결론

북한의 애니메이션 에서 지 까지는 <소년장수> 

등과 같은 만화 화가 더 많이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스톱모션 기법으로 제

작되는 인형 화도 북한 애니메이션 창기부터 국가

인 지원을 받으며 꾸 히 제작되어 왔으며 그 제작 

기술도 보완되고 발 되었다. 그  특별히 미술 인 

부분에서 인형 캐릭터 디자인은 1985년을 기 으로 첫

째, 철제골격을 100% 도입함으로써 움직임 뿐 아니라 

디자인을 구조 으로 보완하여 이 에는 시도할 수 없

었던 형태를 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 상의 

특징을 함축하고 집 하는 조선화기법의 원리를 캐릭

터 디자인에 용하여 간결하지만 명확하고 섬세한 조

형성을 이루어 내었다. 

이를 기반으로 1985년 이후의 인형 캐릭터 디자인은 

큰 형태상의 차이 없이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이 시기부터 북한만의 인형 캐릭터 디자인이 

나름의 미학을 가지고 체계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해

다. 철제골격을 사용한 구조 인 뒷받침 에 조선화기

법이라는 고유의 미학 통에 기반한 간결미와 명확미, 

섬세미를 인형 캐릭터 디자인에 용하여 그들만의 독

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성립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그들만의 사회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구소련이나 국과 구별되는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것

처럼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

와 구별되는 '우리 식' 특성을 옳게 살리기 한 노력의 

성과일 것이다[42]. 물론 북한의 인형 캐릭터 디자인에

서 남한을 비롯해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나라

에서 보이는 비사실 이거나 독특한 비율을 가진 기괴

한 형태 등의 다양한 스타일은 발견할 수 없다는 아쉬

움도 있다. 하지만 요즘 국내의 CF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으로 통화를 수묵화의 형태로 그

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게 화법의 원리를 기 으

로 입체인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에 용한 것은 무

척 신선한 시도 으며 국내 인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  립으로 자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인형 화의 

캐릭터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었다는 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후 

본격 인 북한 애니메이션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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