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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술의 역사에 있어 문자와 형상이 어우러지는 형태는 고  술의 여러 장르에서 발견된다. 특히 불교

술의 도상은 문자와 동등한 의미 달 수단으로서 교리를 선 하는 요한 도구 다. 이는 원래의 문학  

형식이 회화  형식으로 소통체계가 환됨을 말하며, 사유방식도 다른 기호  체계를 가진다. 문자와 형상

의 상호 환은  상매체의 미 개념을 해석하는데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형상  사유를 통한  매체의 시각 술에 한 해석의 실마리를 고  돈황 

벽화 <구생록본생도>에 나타난 도상  서사와 애니메이션 <구색록>의 상이미지 표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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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history of ancient art, the form harmonizing Text and Image is founded  in many genres 

of art. especially Buddhist art Image, which is used as important tool as the text to spread 

Buddhist ideas. This original literary form have switched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patterns of speculation is another reason to have a symbolic system. The switch between Text 

and Image is very important on interpreting the aesthetic concept of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visual media.

Therefore,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Wall paintings <Nine-colored deer 

Jataka story> in Dunhuang to Animation <The Nine-colored Deer>'s Image Narrative. The 

original story of <The Nine-colored Deer> is based on the Buddhist Jataka tale of the same 

name, which were discovered as wall paintings made by unknown artists at the Dunhuang 

Mogao C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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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류는 역사이래로 시각문화 즉 이미지와 함께 발

하여 왔다. 이미지는 기록 인 기능으로서 큰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의 발명이후 문자 기록방식이 

이미지의 기록방식을 신 하 다. 이 이미지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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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방식은 기호라는 형식으로 외계의 상을 개념

으로 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으며, 그 형식  특

징에 따라 아이콘(icon, 유상기호), 인덱스(index, 지표

기호), 심벌(symbol, 상징기호) 등 핵심  개념으로 환

원시켰다. 통사회에 있어 요한 범주의 하나 던 ‘형

상’은 일반 으로 인간의 정신 , 지 , 상상  재 (표

상)의 결과를 지칭하거나, 물리  실( 상, 소리, 이미

지 등)을 감각으로 지각 가능한 다른 실로 옮기는 행

를 지칭하는 것이었다[6]. 그러나 근간의 술사분야 

연구에서 형상은 이미지의 순간  시간성 신 시간과 

공간의 복잡성을 내재한 기록  이미지로서 이해한다.

본 논문은 이미지와 재 에 한 념론  사유와 분

석의 태도에 한 비 에서 시작된 형상  사유가  

매체의 이미지에 한 형상의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 벽화 <구생록본생도, 九色鹿本生圖>에 

나타난 도상  서사와 애니메이션 <구색록>의 이미지 

표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텍스트와 형상의 상호매체

성에 해 살펴보았다.

Ⅱ. 본생담의 기원과 의미

불교가 생겨나기 이 , 고  인도인은 업보윤회(業報

輪廻)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념을 믿었다. 본생담

은 이 윤회사상과 깊은 련이 있다. 윤회사상은 선악

도덕의 윤리 과 결합하 으며,  인도인의 생활과 

문화의 보편 인 인식을 같이 하 다. 윤회의 의미는 

원래 끊임없이 되풀이되다라는 유 (流轉)의 의미이다. 

종교 인 범주에 들어오면서 윤회는 죽은 혼이 생

의 업과 함께 다시 태어나 그 과보가 다할 때 까지 거듭

남을 원히 반복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이 과정 

속에서 인도인은 종교와 련된 다양한 신화나 설화를 

만들어 냈으며,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고  인도인의 자

연 과 인간사회에 한 인식  지혜를 표 하고 있

다. 이처럼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들의 입을 통

해 해지게 되고 ‘본생(本生)’이라는 이야기 형식의 구

문학으로 자리잡았다. 한 종교를 하는 도사들

은 생동감있고 구체 으로 교의를 선 하 으며, 이때 

자주 ‘본생고사’를 인용하 다. 불교가 흥행한 후, 이와 

같은 형식을 빌려 석가모니의 생 이야기를 구술하

는데 이것이 ‘불본생(佛本生)’이다. 이는 석가모니가 왕

자로 태어나기 이 , 보살로서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 

천인, 국왕, 신, 장자, 서민, 도둑 혹은 코끼리, 원숭이, 

공작, 물고기 등 동물로서 생을 리며 갖가지 선행과 

공덕을 행한 이야기를 수집한 것이다. 팔리문 장경

(巴利文大藏經)의 소부( 部)에는 본생부가 있으며 여

기에 547개의 본생담이 실려있다. 본생담(Jataka,本生

譚)은 삼장경(三藏經) 의 오묘한 불교의 철학과 교의

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분 권선징악(勸善懲惡)이

나, 인과응보와 련된 인간의 지혜와 삶의 일상  경

험을 윤회와 업보의 개념을 통해 통속 으로 묘사한 

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야기 부분은 동물우

언(寓 ) 즉 동물에 비유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구성

하여 교훈을 하며 불교를 선 하는 목 을 담고 있

다. 이는 후일 재미있게 윤색가공되어 더욱 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불본생담이 생겨난 이후 산치불탑

이나, 아잔타 석굴벽화 등 조각, 회화 이외에 희극, 무용

의 다양한 술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7].

구색록본생 부조 서사 흐름

그림 1. 인도 바루트 대탑 <구색록본생> 도상

불본생담은 국에 해져 한어로 번역되었는데, 육

도집경(六度集經), 우 경(愚賢經), 잡보장경(雜寶藏

經),  보살본생경(菩薩本生鬘經), 불설흥기행경(佛說

起行經), 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등이 있으

며, 그 표 인 것이 우 경이다. 비록 경이라는 형식

이지만 실제는 불교고사집(佛教故事集)으로 북 시

(北魏 445년）혜각(慧觉)일행에 의해 한역되었다. 육도

집경(三國時代吳, 251-280년경)도 보살의 수행 도리를 

심으로 본생경과 기타 본생담을 집 성한 것으로 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162

로 석가모니 생의 삶을 서술하 다. 우 경은 돈황에 

해지면서 책속의 여러 이야기가 벽화로 제작되는 등 

불교 술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수많은 종교  소재

로 그려진 기 벽화나 조형 술은 결코 장식이나 감상

을 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종교  필요나 목  즉, 창

작자의 언어  소통을 한 효용성을 요시하 다.

 

Ⅲ. 돈황 본생담벽화와 <구색록본생>

본생담의 주요내용은 윤회 생의 교의에 기 하여 

불도(佛道)를 구하고 권선징악을 통한 생을 교화하는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석가모니와 

련된 본생고사 부분은 고 인도의 신화나 민간설

화 혹은 경세 이고 도덕 인 우화를 바탕으로 발 한 

것이며, 석가모니의 과거와 재의 업 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선양하며 을 교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불교 술은 국의 하서(河西)지방인 돈황(敦煌)에 

되기 이 , 한  앙아시아 신장지역 즉, 미란(米

蘭), 쿠차(龜玆), 호탄(和田), 투루 (吐魯番) 등지에서 

이미 다채롭게 발 하 다. 특히, 쿠차의 키질(克孜爾), 

쿰투라(庫木吐拉), 키질가하(克孜爾朵哈), 투르 의 베

제클릭(柏孜克里克), 토육구(土峪溝)에서 불교벽화가 

유행하 으며, 이는 불교의 동 (東傳)과 함께 서역과 

실크로드의 요한 교통요충지인 돈황 막고굴(莫高窟, 

366년 개착, 존 석굴은 5-14C)에서 그 빛을 보았다. 

막고굴은 건축구조, 벽화내용, 조각풍격 등 여러 면에서 

한의 원문화와 불교문화, 서구문화와 본토문화의 융

합  특징을 나타낸다. 불교 술은 불교 의 요한 

수단  하나 으며, 불교 술의 발 은 본생담의 서사

 변화로 이어졌고, 본생담의 서사  변화는 벽화 술

의 술형식에도 향을 주었다. 특히 본생담은 돈황 

벽화 의 가장 많은 소재  하나이다. 본생도는 불교

의 흥성과 더불어 사회가 불안정한 북조시 에 평화를 

갈망하는 들의 마음이 함께 표 되었으며, 북  7

개굴(251, 254, 257, 259, 263, 265, 487)과 서  7개굴

(246-249, 285, 286, 288, 431, 435, 437)이 벽화를 주로 

조성되었다. 주요내용은 <비릉갈리왕본생도, 毗楞竭梨

王本生圖>, <시비왕본생도, 屍毗王本生圖>, <쾌목왕

본생도, 快目王生圖>, <월 왕본생도, 月光王本生圖>, 

<구색록본생도, 九色鹿本生圖>, <마가살타본생도, 摩

坷薩埵本生>, <수달나본생도, 達拏本生圖>, <오백

강도성불도, 五百强盜成佛圖> 등이 유명하다. 벽화의 

제작년 도 각기 다르며, 단폭형식, 조합형식, 연환형

식, 병풍형식, 경변형식 등 형식도 다양하다. 254굴의 

<마가살타본생도>는 조합형식으로 주요장면을 심으

로 측 사면에 련 내용을 표 하 으며, 257굴의 <녹

왕본생도>는 연환형식으로 내용을 가로로 나열하 다

[8]. 하지만 성당(盛唐)시기에 이르러, 국가가 강성해지

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돈황지역도 따라 발 하여 막고

굴 벽화의 잔혹하고 비참한 소재의 본생도 도상양식도 

 실생활의 변화를 반 하듯, 경변화(經變畵) 양

식의 환희와 화합의 내용으로 변화하 다.

돈황 막고굴 본생담 벽화 에 표 인 작품  하

나가 북 시  257굴 서벽의 <구색록본생도>인데, 그 

본생도의 표 방식과 특징에 해 살펴보자. 

석가모니의 본생담  사슴을 심으로 한 이야기는 

다양하며, 그 에서 ‘구색록본생담’이 일반 들에게 

가장 환 을 받았는데 이는 악한 자는 필히 벌을 받고 

선한 자는 결국 그 보답을 받는다는 불교의 인과응보사

상과 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본생담은 략 오나라

의 지겸(支謙)이 번역한 불설구색록경(佛說九色鹿經)

을 기 로 하고 있다. 동시에 육도집경, 경률이상(經律

異相), 법원주림(法苑珠林), 제경요집(諸經要集) 등에도 

원문을 각색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방 불화엄수소

연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에는 색록(金色

鹿)이라고 명칭을 달리하여 표 하기도 하 다[8].  

돈황벽화 <구색록본생도>에 나타난 서사내용은 

략 7장면으로 나 어져있는데, ①구색록이 물가를 지나

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장면(鹿經過水邊救溺

人), ②목숨을 구한 자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고 맹

세하는 장면(溺人向鹿跪謝發誓), ③구색록이 단잠을 자

는 장면(鹿酣睡中), ④왕후가 구색록의 꿈을 국왕에게 

설명하고 사슴을 요구하는 장면(王后說夢，國王懸賞), 

⑤목숨을 건진 조달이 재물을 탐하여 구색록을 고하

는 장면(溺人告密), ⑥조달의 지시에 따라 국왕이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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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돈황 벽화 <구색록본생담> 도상서사 흐름도

를 이끌고 찾으러 떠나는 장면(溺人嚮 ，國王乘馬車

捕鹿), ⑦구색록이 국왕과 마주서서 조달의 불의를 알

리는 장면(九色鹿直立向國王控訴溺人)이다. 구색록본

생담은 구색록이 자기자신을 버리고 인간을 구한 무

(無畏)의 정신을 표 하 는데, 이는 기본 으로 권선

징악의 념을 선양하고 들의 이기심을 정화하여 

공의와 정의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한다[9].  

북 시  돈황 막고굴 257굴 <구색록본생도> 벽화

의 특징은 두루마리식의 연환화(連環畵) 형식으로, 이

는 진한시  유가사상을 표 한 화상석의 장식미에서 

진일보한 장방형의 단일화 구도이다. 화면의 앙은 이

야기의 심이며 결구로서, 보는 이로 하여  이후 일

어날 결과에 한 상상의 여지를 제공한다. 화면의 단

순화된 자연산수와 궁궐건축은 배경으로서 인간생활의 

환경을 상징 으로 보여 다. 화면 왼쪽은 구색록이 물

에 빠진 조달을 구하는 장면과 구색록이 오른쪽으로 

진하는 모습으로 표 되었다. 화면 오른쪽은 왕후의 구

색록 꿈을 설명하는 교태스런 모습과 왕으로 하여  사

슴을 찾아오게 재 하는 모습 그리고 조달의 고하는 

장면이 생동감 넘치게 잘 표 되었다. 그 으로 앙

을 향해 달려가는 국왕과 마차가 보인다. 즉, 서사내용

의 개가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 끝에서 앙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공간의 

분할과 개가 일치한다. 한 도상의 서사  개에 

따라 방제(旁題)를 함께 두고 있다. 앙에서 구색록과 

국왕이 마주보게 배치하여 사건의 모가 밝 지는 긴

장되고 극 인 장면을 연출하여 새로운 도상  즐거움

을 하고 있다. 구색록본생담은 이미 인도나 쿠차지역

에서 벽화형식으로 나타나지만, 한  화상 의 형식과 

진시  두루마리형식(橫卷式)의 연속된 공간의 연환

식 조형구성방식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

래의 서사언어와 국 통의 형상표  그리고 불교사

상과 도교사상이 결합한 형태이다. 인물의 표 에 있어

서도 인도의 바루트부조나 쿠차의 키질벽화의 표

양식과는 달리 구색록은 국왕 앞에서 머리를 들고 수직

으로 서서 강개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국왕 

앞에서 무릎을 굻은 원 의 내용과 달리 구색록의 용감

함과 국왕의 정의를 지지함을 보여 다. 이와 반 로 

조달은 무릎을 굻고 허리를 굽  두 손을 모은 비굴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자비로운 국왕과 탐

욕스런 왕비의 모습을 선과 악의 분명한 립으로 보여

다[10].

돈황 벽화 애니메이션

그림 3. <구색록본생> 도상비교, 구색록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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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의 조형  표 에 있어서도 요철 선염법(凹凸渲

染法)을 사용하여 괴체감을 표 하 으며, 색채도 강렬

하며 후한 분홍이나 주홍, 남색과 록을 주로 사용

하고 있다. 특히 인물의 피부의 홍색은 오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원색의 연분(鉛粉)이 어둡거나 짙은 회색으

로 변하 다. 배경의 산수나 나무의 선  표 도 공필

화의 묘사처럼 자유분방하고도 능수능란하게 표 하

으며, 간결한 장식미가 돋보인다. 

Ⅳ. 애니메이션  <구색록>의 예술조형과 도상분석

서사분석:
1981년 국 상해애니메이션필름스튜디오에서 가

(錢家駿)과 철랑(戴鐵郞)감독이 제작한 25분의 단

편 애니메이션 <구색록, The Nine-Colored Deer>은 

선을 주로 한 조형과 후한 색채감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구색록>의 각본은 반결차(潘絜玆)가 담당

했다. 녹왕본생경의 이야기인 돈황 벽화의 <구색록본

생도>에서 소재를 가져왔다. 구색록이 물에 빠진 조달

을 구해주었으나, 오히려 조달이 신의를 배반하고 국왕

에게 고하여 사슴을 찾아나서는 이야기와 구색록이 

국왕에게 악인 조달의 부정함를 알리고, 국왕은 악인 

조달의 배신에 해 분노하고, 조달은 징벌을 받아 죽

게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녹왕본생경 의 구

색록은 석가모니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불교의 

윤회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불교도는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은 생에 수많은 선행의 삶을 통한 윤회로 비로소 

성불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구색록>의 

서사  특징은 본생담의 내용과는 달리 이야기의 서막, 

사신들의 길을 인도하는 장면, 구색록이 자연산림 속에

서 자유롭게 노니는 장면, 떠들썩한 시장의 곡 장면, 

사신이 국왕을 알 하는 장면, 에필로그를 추가하여 

들의 일상생활의 면면들을 강조하 다.  

서사  표 에 있어서도 과장과 은유를 통한 진선미

(眞善美)와 가악추(假惡醜)의 선명한 비로서 강조하

고 있다. 스토리는 먼  일반 인 서사  문체의 특징

에 근거하여 기승 결로 나 어 순서 로 서술하 는

표 제 구색록

그림 3. 애니메이션 <구색록본생> 표제와 구색록   

데, 보라 속에 길을 헤매는 사신을 시작으로, 구색록

이 물에 빠진 이를 구하는 장면과 왕후가 구색록을 탐

하여 국왕에게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사건의 복

선이다. 그리고 악인 조달이 재물에 이 어두워 언약

을 배반하는 부분이 서사의 개부분이며, 사건의 정

을 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색록이 물에 빠진 이를 

구하는 것과 왕후의 탐욕은 서사의 큰 두 기이며,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요소이다. 국왕은 이 둘 간의 

교량  역할로서, 두 기 서사는 모순  충돌을 야기

하며 서사의 정으로 이끈다. 이외에도 구색록의 선행

과 악인의 배신, 왕후의 탐욕과 국왕의 정의 등 여러 서

사에 있어 분명한 비를 이루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즉, 애니메이션 <구색록>은 민간설화의 통  서사구

성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선과 악 그리고 미와 추 등을 

완 히 립  치에 두어 서사 개의 강렬한 도상  

단원으로 이끈다. 즉, 추악은 징벌로 이어지며, 정의

는 승화된다. 이는 들의 소박한 통  가치 인 

권선징악과 선행보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애니메

이션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악인 조달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구색록>은 서사의 앞

부분에서 비록 “생명은 고귀하다. 어  죽는 사람을 보

고 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 지만, 끝부

분에서는 모두에게 “생명은 비록 요하지만, 비열하고 

사악한 생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한다.”라고 말하고 

하늘로 승천한다. 이는 자업자득이라는 보편  윤리와 

일치하며, 애니메이션의 주제와도 하다[11]. 이러

한 서사  방식은 < 노천공, 大鬧天宮>, <천서기담, 

天書奇譚>, <삼개화상, 三個和尙>, <보련등, 寶蓮燈>

에서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의 개를 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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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서식( 序式) 서사구조이다. 일반 으로 극 에서 

주인공이 고난과 비참한 운명을 맞지만 모두 원만하게 

단원을 내린다. 이는 객으로 하여  희망을 선사하

며 비극  색채로 인한 심리  부담을 덜어 다[12].

돈황 벽화 애니메이션

그림 4. <구색록본생> 도상비교, 조달의 맹세

하지만 애니메이션 <구색록>이 흥미있는 작품의 소

재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있는 화면설정 즉, 서사의 도

상  환에 있어 재미라는 요소를 이끌어 내어 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물

론 국왕이 구색록을 찾으러 나설 때, 악인이 당나귀를 

타고 함께 가려하지만 당나귀는 불만에 가득 차 난리법

석을 피우며 조하지 않는 장면(18:00)과 악인이 물에 

빠져 익사를 당한 후 당나귀는 뒷다리를 하늘로 들며 

큰소리로 기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장면(23:39)에

서 비를 이룬다. 한 악인이 구색록을 고하려고 

마음을 먹자 몸의 색깔이 자주색에서 남색으로 변하며 

리가 날아들어 그를 귀찮게 하는 장면(16:46)에서 웃

음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일부 제한  요소일 뿐 작품

에 있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서사  재미와 도상  창

의성을 찾아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달과 파리 조달과 당나귀

그림 6. 애니메이션 <구색록>, 조달 형상 

조형분석:
조형요소란 자연에서 얻어지는 술  감흥을 창조

 언어로서 표 하는 수단과 방법이다. 애니메이션의 

조형은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주된 술사상의 흐름

인 기조(基調)나 시각화된 조형언어가 유기 으로 조화

됨을 요구하며, 이는 애니메이션의 술  풍격을 결정

한다. 애니메이션 <구색록>의 조형  표 은 사실성과 

추상성 모두 겸하고 있다. 이는 돈황 벽화와 불교회화

술의 간략한 선  표 과 생동감 있는 인물형상 그리

고 견고한 배경구도 등의 향이 크다. <구색록>의 인

물조형은 사녀화가로 유명한 호 개(胡英凱)가 디자인 

했으며, 수려한 골법용필의 선묘와 기운생동의 형상은 

진시 의 술  풍격을 계승하고 있고, 강렬한 서역

의 이국  정취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구색록의 간결

하고 사실 인 선  표 은 인도불교의 향을 받은 북

시  벽화와 공필화의 통과 맥을 같이하며, 해부학

의 기 에 부합된 의 표 은 매우 정확하다. 한 

외형  표 뿐만 아니라 구색록의 선량하면서도 신성

하고 두려움이 없는 정신  특징도 미묘한 선의 변화를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 물에 빠진 조달의 경우는 약간

의 과장과 간략한 선으로 형상을 구성하 으며, 키가 

크지만 마르고 항상 허리를 굽힌 자세와 뾰족한 이목구

비를 가진 원숭이 얼굴, 일자형 썹과 심리변화 즉 나

쁜 마음을 가졌을 때의 빠른 동자의 움직임을 특징으

로 보여 다. 국왕의 머리 모와 의복의 용문양식, 옥으

로 장식한 요 , 앞코가 뾰족하고 높은 신발 등은 <후

한서, 後漢書>에 나타난 황제와 련된 기록과 일치한

다. 무녀의 경우도 S형의 곡선 몸매에 상반신을 노출하

고, 양측어깨의 띠를 나선형으로 흩날리고 있는데 이는 

북 시  기 돈황의 기악선녀의 춤사  표 과 유사

하다. 화면 의 무녀의 신체 동작은 추상 이면서 단순

한 선과 부호의 연속된 리듬이다. 추상화된 선  축약

은 화면의 장식성과 술  정취를 표 하기에 충분하

다. 날렵한 말의 움직임은 한  화상석에 나타난 양식

과 유사하며, 한 호인(胡人)복장을 한 사신과 길가의 

인 그리고 낙타 등의 출 은 북 시  당시 변방의 

한인(漢人)과 호인이 함께 생활하며 무역을 한 모습을 

그 로 재 하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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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화상석 애니메이션

그림 5. 화상석과 <구색록>의 말 도상비교

애니메이션 <구색록>의 배경과 색채구성은 풍건남

(馮健男)이 담당하 는데, 그는 서사의 올바른 정취를 

이해하기 해 돈황 벽화의 풍격과 구도, 조형, 색채 등

을 연구하 으며, 나아가 과장과 변형, 장식과 간략, 산

 투시  유화와 수묵화의 혼용된 기법을 응용하

다. 화면에서는 객 사물의 기 인 색채와 속성에 근

거하고 있으면서 부분 으로 념 인 색채를 용하

다. 북 시  벽화에서는 붉은 색을 주색으로 많이 

사용하 는데, 이는 북 가 유목민족에 의해 성립된 정

권이며, 그들의 생활도 오랜 쟁과 함께 하 기에 피

에 한 숭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붉은 색은 자연

스럽게 술표  의 고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화면  겨울이 가고 이 오는 계 의 변화를 해 

지를 붉은 색으로 표 하 다. 한 붉은 색이 생명의 

탄생과 의 새로움 그리고 북 벽화에서 보이는 붉은 

색의 고귀함 등을 의미하듯 여러 에서 구색록의 신

성함과 고귀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 <구색록> 시작

부분에 사신이 국경에서 보라를 맞나 길을 잃었을 때 

화면 체를 차가운 남색의 색조로 표 하 는데 이는 

서사  변화를 암시하고 있으며, 사신의 모자와 의복에 

사용된 작은 면 의 붉은 색과 녹색, 남색과 흑색 등은 

체화면과 조화를 이루며 장식 인 아름다움을 더한

다. 그리고 조달의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몸을 남색으

로 표 하 으며, 황후의 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남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배경의 붉은 색과 비를 이

루게 하 다. 남색은 심리 으로 신비한 몽환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꿈의 장면과 조화를 이룬다[13].  

대 왕 왕 후

그림 7. 애니메이션 <구색록>, 대왕과 왕후 
  

      

이외에 배경음악은 채로(蔡璐)와 오응거(吳應炬)가 

담당하 다. 작품에 사용된 음악을 살펴보면, 통 민속

악기인 동소(洞簫)와 비 (琵琶) 주의 처량한 음률이 

흘러나오며, 간간히 호 (二胡)이나 나무피리(竹笛) 

혹은 목어(木魚)나 편종(編鐘) 등 타악기를 사용하여 

서사의 흐름이나 인물의 심리  변화에 맞게 리듬의 완

곡을 조 하 다.  

Ⅴ. 결 론

이미지는 재생산된다. 이미지는 원형과 복잡한 실재

 계를 유지하며 재구축된 일종의 오 제이다. 상

화면에서 보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원형에서 분리하여 

기술매체를 통한 그 로의 독립된 작품으로 제시함으

로써 실재와 모호한 계 속에서 새로운 미감을 창조하

는 일종의 상징  기호이다. 

돈황 막고굴 제257굴 벽화 <구색록본생도>의 서사

와 도상  이미지는 국 통 인 문화원형의 핵심이

며 이는 애니메이션 <구색록>을 통해  미  감

각으로 다시  재창조 되었다. 

애니메이션 <구색록>은 내용구성이나 인물조형, 색

채표  그리고 음악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국의 

민족  특징을 표 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구성에 있어

서 흥미진지한 우여곡 의 정취나 재미있는 유머가 풍

부한 서구의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다소 단박한 편이

다. 비록 <구색록>의 서사구성에 따른 장면마다의 서

사  정취를 하게 달하 지만, 화면구성과 상

언어에 있어 매우 창백하고 생기가 없다. 그 원인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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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주도하의 문가에 의한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즉, 문자의 극본이 화면의 도상  서사로 

환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창의성이 요하지만 창의

성을 실 하는 과정으로서 스토리보드의 역할은 도상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새로운 시각  이미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토 이다. 한 상 화면의 객  

이미지들이 낱장이나 혹은 연속된 어떤 흐름 속에서 도

상  서사의 진행과 의미 달을 통해 과 소통한다. 

이처럼 통  도상이미지를 통한 와의 소통을 추

구하는 문화원형의 발굴과 창신(創新)은 술미의 근원

이며 작품 에 인문학  가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기

도 하다. 합리 인 통 술의 형식과 민족문화의 내함

(內涵)을 조화롭게 운용할 때 비로소  미 정취

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 창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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