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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물 조형 디자인

  최근 한국에서는 <빨간구두와 일곱난장이>라는 작품
을 내놓았는데 온라인 상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캐릭터 컨셉 디자인이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스
튜디오의 것들과 매우 비숫하고 캐릭터들 간의 이질감이 
있어 보인다는 기사와 대조적으로 중국에서 개봉한 <백
사>의 경우 2019년 1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4억 3천 
3백만 위안을 벌어들여 동양적 캐릭터 디자인의 성공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백사>의 ‘백랑자’ 캐릭터 이미지
는 디즈니의 <겨울왕국> ‘엘사’와 비슷하면서도 동양적인 
미를 잘 살린 캐릭터 디자인으로 여겨진다. 

▶▶ 그림 1. 왼쪽부터 빨간구두와 일곱난장이, 백사, 

겨울왕국

  ‘엘사’의 인물의 용모 디자인은 디즈니의 전통적인 애니
메이션 캐릭터 특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오똑한 콧날과 
큰 입, 보라색 아이섀도우, 은빛의 부풀어올린 머리와 화

려한 의상의 배색을 보여주고 있다. ‘백랑자’의 경우, 디
즈니의 상업적 용모코드를 유지하고 있음을 표 1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적인 심미안을 살린 디자인을 추가 
하여 수묵화의 심플하면서도 긴 선들을 잘 살려 동양적인 
머리카락이나 아름다운 각선미, 가는 눈썹과 봉숭아의 
라인과 같이 아름답게 치켜올라가는 눈망울을 더욱 돋보
이게 한다. 백랑자의 이목구비는 동양인의 얼굴의 특징
을 아름답게 구현해 주고 있고 의상은 흰색 위주의 동양 
의상의 특징들을 관객들에게 대중적인 동양의 미를 공감
하면서도 아름답게 여기게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백랑자'와 '엘사'의 얼굴 디자인 비교

백
랑
자

머리/의상 눈 코 입

- '백랑자'의 의상은 심플하면서도 중국적 심미안 강조
- 검고 긴 생머리, 눈꼬리가 높은 커다란 눈, 작은 코, 앵두

부리 입, 쌍미의 수평 대칭

엘
사 

- '엘사'의 의상의 구미풍의 디자인 강조
- 은빛 긴 땋은 머리, 크고 동그란 눈 뚜렷한 이목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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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애니메이션 영웅 캐릭터는 캐릭터의 한 카테고리로서 캐릭터 특유의 특징과 함께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

다. 이들 애니메이션 영웅이 전달하는 전통적 메시지는 문화적 개성에 대한 심벌을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전통문화가 거부감없

이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백사(White Snake, 2019)>는 중국에서 잘 알려진 백소정과 허선의 사랑이야

기를 소재로 한것으로서 전통사상과 전통의상을 살리면서도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컨셉, 애니메이팅등의 시각적 요소들을 글로벌

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동양 애니메이션에서의 히어로 캐릭터와 디즈니 캐

릭터 간의 차이점과 그 가치를 애니메이션<백사>를 통해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창작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도출

해보려 하였다.

 

키워드: 캐릭터 컨셉, 히어로

Key word: Character concept,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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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캐릭터 구도 기법에서의 차이

  <백사>에서는 대부분 긴 직선으로 캐릭터를 묘사해 

중국화의 백묘기법을 십분 활용하고 있으며 세련되고 개

괄적인 선을 이용하여 동양 여성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왕국>에서는 서양의 스케치 기법, 

선의 결합으로 선을 더욱 분방하게 표현해 서구 여성의 

발랄함을 표현하고 있어 표현기법뿐만 아니라 의상의 선 

절단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백랑자와 엘사의 디자인 및 의상 표현기법 비교 

분석

개념 설정 기법의 차이성

디
자
인

백랑자의 조형 특징
- 긴 직선을 주로 사용, 
곡선을 보조로 사용해 
표현

- 형체는 중국화 기법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으로 
선을 통한 조밀한 
표현구현

: 머리 손질에 적은 수의 
곡선으로  곡선의 
조밀도를 표현

엘사 공주의 조형특징
- 선면 결합 방식으로 
표현,짧은 곡선 에 적은 
수의 사이드 커브로 
캐릭터의 체형을 두껍게 
표현

- 용선방식은 캐릭터를 
보다 발랄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

의
상

- 중국 고대 의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세 그룹의 
교차 절단 라인 사용

- 은 세로줄 절단은 의상을 
층층이 느끼게 하고 옷의 
겹침을 분명하게 표현

- 단조로움을 깨기위해 
평행 절단선에 원각 
절단선을 넣어 V자 
절단선을 한 줄로 이용

- 사각 컷으로 여성의 목 
부분에 V자 라인을 
디자인해 여성의 
섹시함을 돋보이게 표현

Ⅲ. 캐릭터 창작에 미치는 영향 및 가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재패니메이션의 캐릭터 컨셉은 

어느정도의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디자인 코드가 있는

데 이를 무시하고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것은 상당한 모

험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슷하게만 만드는 것

은 안만드니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작품을 통해

서 학습해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노력

을 해오고 있었는데 <백사>의 성공은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백랑자’는 디즈니 캐릭터의 

100%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에서 이목구비, 머리카락, 의

상 등 디테일로 캐릭터의 전체 형태 비율을 동양적으로 

조절하고, 기존의 100% 얼굴 위에 중국의 대표적인 세미

단봉안(細眉丹鳳眼)을 추가했다. 중국의상을 수묵화 기법

을 이용한 심플한 라인을 가진 의상으로의 디자인을 더

해 전체적인 디자인에 70% 가량의 동양미를 가미해 하

나의 시각적 밸런스를 맞췄다. 중국적인 캐릭터를 디즈

니 캐릭터 컨셉 기반에서 재창조해낸 것이다.  

Ⅳ. 결론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이 선

보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대성귀환(Monkey King：

Hero is back, 2015)>이나 <대어해당(Big Fish & 

Begonia, 2016)>들과 함께 <백사>는 지금까지 서양 위

주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양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찾으려는 강한 몸부

림을 보여주고 있다. <백사>의 성공으로 성공적인 동양 

캐릭터 디자인의 한 스텝을 내딛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욱 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문에서는 백사의 동양

적인 디자인 요소의 분석과 이유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추후 기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이를 적용하여 디자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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