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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포스트-5세 ’의 의미와 문제의식

신시기 중국의 영화학계에서 ‘세대’가 중국의 영화 및 감독을 분류하는 용어로 비

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 있다. 여기서의 ‘세대’는 실질적 연령층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영화감독의 창작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의 당대 영화사도 이 

‘세대’의 개념을 빌어 일정 정도 영화감독의 역사로 간소화하여 서술하는 경우도 있

다. 중국이나 유럽 등의 영화연구자나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화

사 및 영화 이론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세대’라는 구획방법이 과학적인

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논란은 늘 존재하고 있다.1) ‘세대’라는 명명은 애초부터 

중국영화가 제작된 시기별로 구분하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중국영화의 ‘5세대’라고 

불리는 영화인들, 예를 들면 장이모우(張藝 ), 천카이거(陳凱歌), 황젠신(黃建

  * 명지전문대학 중국비즈니스과 초빙조교수

 1) 영화인 집단을 ‘세대’별로 구분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는 임대근의 <중국영화 

세대론 비판>(《중국학연구31》 2005, 3)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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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우즈뉴(吳子牛), 텐좡좡(田壯壯) 및 그 뒤를 이은 리샤오홍(李 紅), 조우샤

오원(周曉文) 등 이미 중국영화사에 있어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이른바 ‘5세대’ 

감독들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5세대’들은, 이전에 중국에서는 거의 출현한 

적이 없었던 주제의식이나 제작 테크닉에 있어서의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내놓으

며, 영화서사를 정치나 이데올로기의 매개물에서 벗어나 영화 텍스트 내로 회귀시

켰다. 영화의 주관주의, 상징성 등에서 강렬한 개성을 드러내며 영화 속 의미의 다

중성을 개척해냈다.2) 이는 전체 영화계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계도 중국영화를 괄목상대하게 했고, 이로 인해 ‘5세대’라는 명명도 얻게 되었다. 

‘5세대’ 영화는 그 탄생초기인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동안에는 혁명적 영화언어

를 사용하며, 공통적으로 중국역사와 현실에 대해 우화(allegory)를 통하여 비판하

면서도, 영화미학적으로는 강렬한 개성에 기반한 모던하면서도 현대적 영상미를 실

현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강내영, 2014).3) 또한 영화의 인물들은 프레임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화면 밖의 공간을 상상

하게 하고 프레임 안에 소실점이 없거나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다차원적 시점

의 이용은 당시 중국영화로서 신선한 것이었다.4) ‘5세대’ 감독들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주변의 위치에서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나,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부터는 점점 전위성이나 실험정신, 그리고 인간과 생활에 대한 참신한 시선을 제시

하기 보다는 ‘민속영화’라는 새로운 경향을 이끌어 나가면서 시대에 부응했다.5) 시

간이 흐를수록 ‘대중화’와 ‘상업성’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는 측면이 강해졌다. 

다시 말해, 당대 중국사회 전환기의 정신적 곤혹과 좌절을 ‘5세대’ 영화는 충분히 

 2) 顧崢, 《新時期中國電影論》, 中國電影出版社，2004，29쪽.

 3) 강내영, 《‘M(Market) 선상의 아리아’: 중국 ‘포스트-6세대’ 청년감독의 어떤 경향 — 
닝하오(寧浩) 감독론》，(서울, 《韓國中國文學硏究》 第54輯，2014. 2)，282쪽.

 4) 全平國, 《中國 第五世代 映畫의 映像美學的 硏究 –古代繪畵의 영향을 中心으로-》, 
중앙대 대학원 영화학과，1997，152쪽 참고. 

 5) 천카이거의 《패왕별희(霸王別姬)》(1993), 장이머우의 《국두(菊豆)》(1990), 《홍등(大

紅燈籠高高掛)》(1991) 등에 나타난 경극, 관혼상제, 황톳빛 대지와 같이 중국을 연상

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들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데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

고 한동한 민속영화를 제작하는 붐이 일었다.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임대근 외 

지음, 《중국 영화의 이해》, 동녘，2008，70쪽 참고. 이른바 민속영화의 경향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리엔탈리즘’에의 영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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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지 못했다. 

장이모우(張藝 )의 《좋게 말로 하자고(有話好好說)》(1997)와 천카이거(陳凱

歌)의 《투게더(和你在一起)》(2002) 등의 영화 또한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서의 무력감과 좌절을 표현한 것이자, 소시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기도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철저함에 있어서 영화계 및 관객들의 기대에 부

응하지 못했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현실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역동적인 표현

이 결핍된 채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6) 결국, 이 작

품들은 ‘5세대’의 이색적인 작품으로 간주될 뿐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 글은, 바로 이 ‘5세대’가 그들 나름으로 지녔던 집단적 정체성이 흐려져 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던 1990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일군(一群)의 영화감독들이 나

름의 리얼리즘을 영화의 스타일로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은 ‘후기 5세대’라고 명명되기도 하고 ‘6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며, ‘신세대’

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명칭과 논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중국 영화감독집단

에 대한 ‘세대론’식의 접근은 일정한 한계와 혼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에,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탈피하고자 ‘5세대’가 그 ‘세대’로

서의 성격이 변화하고 이른바 ‘새로운 성격의 영화’가 본격 등장하는 2010년 전후

에 이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영화들을 ‘포스트-5세대’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들 영화의 그 특성은 한국과 중국 영화이론가들의 논의를 종합할 때, 대체로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검열제도를 거부하고 지하영화로서 체제 외에서 창작 활동을 하였다. 

둘째, 중국 현실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소외된 인물, 하층계급에 주목하였다. 

 6) 조우샤오원(周曉文) 감독의 《얼모(二嫫)》(1994)와 황젠신(黃健新) 감독의 《내가 상관

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는가(誰說我不在乎)》(2001) 등의 작품들은 농민과 증산층의 

삶의 곤혹과 난처함을 예민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른바 ‘5세대’감독들의 

대다수 작품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주목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7) 중국영화 ‘세대론’의 현상과 주장, 그 형성과정, 역할 및 함정 등에 대한 정리는 앞서 

언급한 <중국영화 세대론 비판>, (《중국학연구31》 2005, 3)을 참고할 수 있는데, 중국

영화사의 ‘세대론’은 영화감독 중심의 영화론 전개라는 협의의 영화인식에 얽매일 수밖

에 없다는 논지에 동의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5세대’라는 기존의 명명을 전제하지만, 

‘6세대’ 또는 ‘신세대’ 등의 ‘세대론’에 입각한 명명은 피하고자 하며, 이를 대신하여 ‘포

스트-5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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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중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영화 창

작에 임하고 있다. 

넷째, 감독 개인의 다양한 영화적 취향과 개성 그리고 주관적 표현을 표출한다.

다섯째, 상업영화 시스템에서는 소외된 채 영화의 주제의식과 예술적 표현을 부

각시키는 데에 주력한다.8) 

이제 위와 같은 ‘포스트-5세대’의 주요 영화들을 대상으로 이들 영화의 리얼리즘

이 세계영화사의 전개에서 어떠한 연속선상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5세

대’의 영화적 특성이 잦아들고 중국영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데 있어 이 영화감

독집단을 ‘포스트-5세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주요한 요소가 바

로 그들 영화가 구현하고 있는 리얼리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스트-5세대 영화의 리얼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자 

한다. 그들 영화의 표현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관점과 창작방법을 가지고 영화에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고 왜 리얼리즘이라는 창작 태도를 선택했는지, 또한 그들은 

세계의 영화사 속에서 그리고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의 리얼리즘과의 관계 속에

서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와 이들이 그야말로 ‘5세대’와 구분되는 ‘포스트-5세대

라는 정체성의 주요 근간이 되는 리얼리즘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Ⅱ. ‘포스트-5세 ’ 리얼리즘의 화사 속 치

1. ‘비주류’ 화로서의 ‘포스트-5세 ’

1990년대 이후, 중국사회는 개혁개방의 심화, 다원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

른 가치관의 변화 및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갈등, 경제발전에만 치중하

는 데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문제들이 본격

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모순의 일단이 이미 1989년 6월의 

 8) 강내영, <중국 청년감독의 항로(航路): 시장, 검열제도, 관객 사이에서>, 《韓國中國文

學  第86次 定期學術發表大 》，2017. 10. 28，5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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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났고, ‘포스트-5세대’9) 감독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개개인의 생존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은 중국영화당국의 

검열을 피해 ‘지하 영화’이자 ‘체제’ 밖의 영화로서 작업해야 했고 자본으로부터도 

소외되어야 했다. 이런 ‘비주류’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온 이들 ― 주로 1990

년대에 북경영화아카데미[北京電影學院]나 북경미디어대학[당시의 北京廣播學院, 

현재의 중국커뮤니케이션대학(中國傳媒大學)] 등에서 영화를 공부한 이들이다10)

― 의 집단적 성격은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인문예술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비(非) 집단 창작의 시기에 접어들

었기에, 집단적 명칭은 일종의 서사전략이며, 그 속에 서로 다른 개인적 예술성이 

충만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공통성에 대해 

귀납/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개체와 개체 간의 공유공간 속에서도 계속적

으로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 집단적 의미 속에 여전히 시대의 

태양이 비추는 다채로운 색조를 볼 수 있다.”11)

이러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세대론’의 집단적 통칭 안에서 갇히기 일쑤이던 예

술사 맥락 속의 작가들, 또는 예술가들은 사실상 자신 나름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백화제방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5세대’이후의 감독들을 논할 

때에 ‘포스트-5세대’라는 개방적 개념으로 각 감독들이 서로 다른 개체로서 각자의 

인생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술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인식과 태도, 창

작방법을 지녔고, 나아가 그 결과로서의 영화작품의 성격 또한 크고 작은 차이점을 

지니게 마련이란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포스트-5세대’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이들

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장양(張揚)의 《목욕

(洗澡)》(2001)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가정이 지니는 ‘부권’에 대한 그

 9) ‘포스트-5세대’ 이후의 중국 영화의 다양한 양상과 변화 그리고 그 후 지속된 상황에 대

해서는 강내영, <M(Market) 선상의 아리아’: 중국 ‘포스트–6세대’ 청년감독의 어떤 경

향>, 《韓國中國文學硏究》 第54輯，2014. 2，273~306쪽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10) 북경영화아카데미 출신으로는 賈樟柯, 婁燁, 王 帥, 章明, 張元 등의 감독이 있으며, 

李楊 감독은 중국커뮤니케이션대학의 전신인 북경미디어대학(北京廣播學院)을 다닌 

경력을 지녔다.

11) 藍愛國, 《後好萊塢時代的中國電影》，北京, 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4，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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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을 표현함으로써 ‘5세대’를 향해 ‘투항’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북경녀석들(北

京雜種)》(1993), 《어제(昨天)》(2000), 《극도한랭(極度寒冷)》(1997) 등의 작품들

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빈부차이의 극대화나 메우기 힘든 간극을 지닌 세대 

간의 갈등, 사회 혼란과 부조리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뒤섞인 저항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5세대’ 영화는 대체로 비교적 사실적으로 주변인의 생존상황을 묘

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주제가 중국사회의 현실에 매우 근접해 있음이 바로 이

들 영화의 주요 특징이다. 대다수 ‘포스트-5세대’ 영화가 우화(寓話)를 바탕으로 한 

영상언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소시민 또는 주변인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왕샤오솨이(王 帥)는 《천국까지 

그렇게 가까이(扁擔⋅姑娘)》(1999)와 《북경자전거(十七歲的單車)》(2001)에서 고

향 농촌을 떠나 도시에 들어가 임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아장커(賈樟柯)의 《샤오우( 武)》(1997)는 작은 시골마을의 소매치기를 영상 

속에 담아냈으며, 《플랫폼(站台)》(2000)은 유랑하는 문예단원들을 묘사하고 있다. 

《세계(世界)》(2004)는 북경의 ‘세계공원’에서 민속 공연을 하는 배우와 직원들 그

리고 농민공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바로 사회의 ‘주류’에 벗어나 있는 이른바 

주변적인 인물들이다. 개혁개방의 급박한 사회변화 속에서 많은 평범한 이들의 생

존 상황, 그 삶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들의 삶을 조명하며 ‘포스트-5세대’의 

영화들은 그 관심대상이 바로 사회의 이 주변인물들이라는 공감대를 드러내고 그들

을 영화에서 표현해내는 대상으로서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그들 나름의 개성을 지

닌 리얼리즘을 활용한 것이다.

2. ‘포스트-5세 ’ 리얼리즘의 화사 속 치

“1885년 12월 28일은 바로 영화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이다. 뤼미에르의 영

화가 묘사한 것은, 모두 현실 생활 속의 장면이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노동자

들이 몰려나오는 장면, 기차가 역에 들어서고, 거리에서의 차량 왕래라든지, 갓난

아기에게 젖을 주는 장면 등이다.”12) 

12) “1895年12月28日便是電影的正式誕辰。盧米埃爾的電影描寫的都是現實生活中的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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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막론하고) 영화는 정확한 현실 복제의 기능을 갖춘 

매체로서, 영화가 탄생할 때 이미 일종의 ‘기록’의 도구가 되었다.13) 바로 초기 영

화 중 한편인 뤼미에르의 《공장을 떠나는 직공들》은 일상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과 

관심을 드러냈고 이는 영화예술이 리얼리즘에 기초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영화는 생활 속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리얼리즘의 본질에 가

장 접근한 예술 형식이라 여겨졌다. 또한 대표적인 리얼리즘의 예술로서 영화의 움

직이는 이미지는 현실을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재현한다. 리얼리티의 환상은 이데올

로기적이면서도 동시에 미학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의 고전적 리얼리즘 영화는 폐쇄적 내러티브 관습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봉합’한다. 반면에 네오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 등 다양한 진보적 리얼리즘 영화

들은 카메라 뒤에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 저항정신이 깔려 있다. 리얼리즘의 미학

은 역설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의 주관적 재현이다.

영화의 리얼리즘은 영화 이미지의 사실성과 생활 속 진실을 추구하는 창작 수법

으로서, 초기 리얼리즘의 기본 형식을 형성해나갔다. 예를 들어, 롱테이크와 딥 포

커스 렌즈의 사용 및 창작의 즉흥성 등은 이미 미장센의 다양한 방법론에는 물론이

고 나중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과 바쟁(Andre Bazin)과 크라카우어(Kracauer)

의 영화 이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14) 영화 이론의 리얼리즘 진영의 대표적 인물

인 바쟁과 크라카우어는 영화가 현실을 발견하는 창문이나 거울이며 “리얼리즘 미

景，如火車進站、工廠放工、街上車輛來往、給嬰兒喂奶等。” 牧君, 《西方電影史概

論》(北京, 中國電影出版社，1982)，10쪽.

13)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의 탄생은 바로 다큐멘터리의 탄생이기도 했다.

14)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역, 《영화사전[이론과 비평]》，한나래, 2001, 80~81쪽 참고. 

[리얼리즘]의 개념 설명 항목에서, 리얼리즘은 환영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는 측면과 관객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선호된 

해독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 즉 특정 장르와 관계 있는 영화적인 약호와 관습, 성격화, 

이미지의 도상학들 등의 영화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특정한 의미가 약호화 하

지 않는(156~157쪽 참고) 방식)으로 영화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리얼

리즘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양식의 리얼리즘은 야외 촬영과 자연 

조명을 많이 사용하며, 대다수의 배역은 비전문배우가 맡고 이미지의 해독을 미리 규정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딥 포커스를 이용한 롱 숏을 많이 사용하며 편집의 통제적 효과

를 방지하기 위해 롱테이크를 사용하며, 또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90도 각도의 숏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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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핵심은 물질적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며, 영화의 본성이 ‘물질적 현실적인 복원’

임을 강조하고 ‘사진 찍기의 확장’이며 끊임없이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기록으로

서 롱테이크, 비직업배우, 자연광, 동시녹음 현장촬영 등을 포함한다.”15)고 말했다. 

이는 바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현실 그 자체를 실제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바쟁에 의하면, 롱테이크(long take), 딥 포커스 쇼트(deep focus shot)16) 등

의 촬영기교들은 기록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사실적으로 대상의 이

미지를 반영할 뿐 아니라, 관중들에게 화면을 통해 대상들을 주시하면서 현실의 문

제를 사색(思索)하게 한다는 것이다.17) 이에 따라 관객이 목도하는 현실의 의미는 

지각을 통해 그저 지켜봐야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스스로의 사고 작용(thinking)과 더불어 현실을 포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스러

운 방식으로 현실 그 자체를 실제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롱테이크나 딥 포커스 쇼트 등을 사용하는 의도는 시공간의 완전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일한 씬(scene) 안에 충분하고도 복합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종의 미

장센(mise-en-scène)의 효과를 지니게 하고자 함이다. 이로써 네오리얼리즘에 관

한 바쟁의 이론은 영화 리얼리즘의 미학적 핵심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바쟁은, 영화란 본래 전달하고자 한 의미 외의 것도 전달하게 되는 모종의 불가

해한, 다층적으로 구성된 지각의 조합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영화는 현실 세계에

서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의 느낌도 전달하기도 한다.18) 이는 단순하게 정의내릴 수 

15) 陳旭光, 《當代影視文化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4，191쪽.

16) 어느 정도의 초점 거리를 포용하고 있는 롱쇼트의 변형으로 깊이 있는 쇼트를 유지하며 

촬영.

17) 앙드레 바쟁, 박상규 역, 《앙드레 바쟁의 영화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2001, 349

쪽에서 오슨 웰즈의 《시민케인》을 언급하며 “카메라 렌즈는 극적 공간에 동시적으로 존

재하는 시각적 존재의 전체를 동일한 선명도로써 포착하고 만다.”, “《시민케인》은 그 리

얼리즘을 어떤 일정한 기술상의 발상을 재능있게 활용한 데 힘입고 있다. 렌즈의 공간

적 깊이 덕분에, 오슨 웰즈는 그 지각 가능한 연속성을 현실에다가 회복시켰던 것이다.” 

등의 지적은, 바로 딥 포커스 쇼트의 기능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앙드레 바쟁, 앞의 책, 383~384쪽에서 《자전거 도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영화는 연속되는 사건들에게 우연적인 또는 일화에서와 같은 시간적 순차성을 줌으

로써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하나 하나를 그 현상의 전체성에서 다루는 것에 의해서도 현

실을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사건들은 본래, 무엇인가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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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모호한 측면까지도 영화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며, 관객에게 관객 스스로 

설정한 어떤 안정된 위치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사진기술이 보여 줄 수 없는 현대 사회 속의 불확실성, 우연성, 모호성 

등이 담긴 ‘생활의 흐름’(the flow of life)을 전시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미국 감

독 오슨 웰즈는 장 르누아르의 전통, “영화가 환영이 아닌 현실을 매개한다는 영화

로서의 기본 특성으로의 회복”19)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계승했다. 오슨 웰즈는 영화

의 기록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촬영기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

써, 리얼리즘의 미학을 창조적으로 개척했다.20) 

위와 같은 리얼리즘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기초로, ‘포스트-5세대’ 영화는 급변

하는 중국의 주류 사회 뒤에 숨겨진, 사회의 주변인들에 관한 좌절과 무기력 혹은 

분노와 비애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변인, 

소시민들은 경찰관에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고 ― 《무산의 운우(巫山雲雨)》의 마

이창(麥強), 소매치기를 하다 경관에게 체포되고 ― 《샤오우( 武)》의 샤오우(

武), 은행 강도짓으로 잡히고 ― 《소요에 맡기다(任逍遙)》(2002)의 빈빈(斌斌), 

동성애자라는 의심을 받고 체포되고 ― 《동궁서궁(東宮西宮)》(1996)의 동성애 작

가, 매춘 소탕에 걸려 체포되고 ― 《안양아기(安陽嬰兒)》(이 영화에서 펑옌리(馮豔

으면 (안 되는 — 인용자) 어떤 진실의, 조짐 따위가 아니라, 그것들은 그것들의 무게

의 전부, 그것들의 독자성의 전부, 그것들의 사실상의 애매성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급을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층적 조합이나 모호성의 느낌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 [法]安德烈⋅巴贊著：《電影是什麼？》 崔君衍譯，江 教育出版社，2005，278쪽.

20) ‘리얼리즘’은 영화적 재현이 영도 zero degree인 것(인공의 흔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관습과 습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네오리얼리즘, 표현주의라는 장르뿐 아니라 공상과학 같은 다른 장르조차도 그 내용이 

적절한 효과를 가지고 구체화되기 전에는 예외적인 작용에 분명히 의존한다. 더들리 앤

드루 지음, 김시무 외 옮김, 《영화 이론의 개념들》, 시각과 언어, 1998, 79쪽.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학에 기초한 소쉬르의 기호학의 이론을 통해 영화 속 재현된 세계와 실

제의 현실 세계를 동일시하는 초기 리얼리즘의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되었고, 그 비

판 대상은 바쟁(Bazin) 및 크라카우어(Kracauer)의 리얼리즘 이론, 고전 헐리우드 영

화, 전후 네오리얼리즘 영화 등 매우 광범위했다. 영화를 현실 및 사실 그대로를 반영

하는 창문이나 거울로서 간주하지는 않지만, 일련의 관습적 표현과 인식을 통해, 현실

을 재현하는 기본적인 도구 및 장치로서 영화 언어의 투명성, 영화영상의 환영(幻影) 

등을 리얼리즘 비판을 위한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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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는 생존과 아기양육을 위해 매춘을 하게 계속한다), 대를 이을 자식을 얻고자 

아기를 데려가려는 조폭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 《안양의 아기

(安陽嬰兒)》의 따깡(大崗)과 펑옌리(馮豔麗) 등, 교도소 간부에게 성상납을 해서 

애인을 감옥에서 빼내려 했지만(이를 알지 못했는지 알고도 언제 출옥하게 될지 기

다려 봤지만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인지 불분명하지만), 남자는 탈옥하다가 총에 맞

아 죽고 만다 ― 《흐느껴 우는 여인(哭泣的女人)》(2002)에서 곡하는 여인의 애인. 

이렇게 영화 속 중국 사회의 ‘주변인들’의 삶은 불행의 질곡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

고 사회 제도나 법의 처벌에 의한 비극 또는 사회적 소외의 상황에 머무르게 될 뿐

이다. 

영화는 그 영화가 속한 특정한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는 (영화 장르에 따른 원천적인 차이 외에도)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나 영화의 제작 

형태 및 제작시스템과 특정 기술의 사용 여부의 선택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

런 의미에서 ‘포스트-5세대’ 감독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열악한 영화 환경 속에서 선

택한 다큐멘터리적 스타일을 활용한 영화제작 방식은, 그들이 찍고자 하는 영화들

의 주제 및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검열에 따른 영화 제작 불가능성 및 투자의 제약

이 낳은 일정 정도 강요된 영화제작의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포스트-5세대’ 영화감독 대부분은, 사전검열에 의해 영화 시나리오가 강제로 수

정되어져야만 했고 또 다시 고친 시나리오가 언제 다시 허가 받아 촬영단계에 들어

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화를 위한 투자자를 찾기에도 막연한 입

장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최소자본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 비직업배우

를 찾아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를 찍고 영화관에서의 공식 상영은 포기하는 ― 방식

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영화를 통해서 중국의 보

통 사람들(소시민), 특히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주시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그들의 

영화 정신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극영화를 제작하면서도 다큐멘터리처

럼 사실적인 화면과 기법,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정신을 통해 중국의 현실사회에 

대한 전언(傳 )과 호소(號召)을 시도했고 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일

찍이 다큐멘터리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으나,21) 다큐멘터리는 그 나름대로 일정 정

21) 장위안(張元)은 《광장(廣場)》(1994), 《크레이지 잉글리쉬(瘋狂英語)》(1999), 《수양

(收養)》(2001)을, 지아장커(賈樟柯)는 《공공장소(公共場所)》(2001), 《개의 상황(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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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게 자신의 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회피의 감정 또한 진

실한 감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러 가치

를 담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을 제때에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물론이다. 

‘포스트-5세대’ 감독들은, 그들의 카메라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채 놓치기 쉬운, 

소시민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삶의 진실을 극영화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어내

면서도, 그 기록정신이나 제작방식에 있어서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현실감을 가진 

생생한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들의 리얼리즘은 영화의 기본 형식은 극영화이지

만, 감독의 연출이나 의도적인 개입 없이 무심하게 방관하고 있던 카메라가 사람들

의 생활 속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 그 장면을 포착해 담은 

듯 자연스러움을 지닌 화면을 보여 주고자 한다.22)

물론 ‘포스트-5세대’ 감독들의 극영화들은 허구의 이야기를 담는 동시에 철저히 

감독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출이 작용한 결과이기에 다큐멘터리와는 본질적으로 차

이가 있으며, 다만 다큐멘터리처럼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루쉐창(路學長)은 “나

의 영화는 줄곧 약자들의 운명에, 그들의 감정, 존엄에 주로 주목한다.”23)고 밝힌 

바 있으며, 지아장커(賈樟柯)는 다큐멘터리의 방식 — 몰래 찍은 것처럼 보이는 촬

영 방식이나, 대상 장면을 좇아가며 찍는 방식 그리고 촬영할 때 현장의 분위기와 

배우 자신의 느낌이나 즉흥적인 연기 등을 존중하는 방식 등 — 을 사용한다. 장밍

(章明)감독은 “우리는 영화가 스타일을 지니길 바란다. 영상이 극도의 자연스러움

을 갖게 되길 특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한다.24) 

的狀況》(2001), 《동(東)》(2006) 등을 작업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는 사람과 사물들

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애착이 담겨져 있다.

22) 다큐멘터리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앞의 대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가하거나 변하

게 하지 않는다. 영화로서의 특성상 편집은 하게 되나 미장센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

다. 다큐멘터리는 사실 자체를 존중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23) “我的影片一直 弱勢群體的命運比 關注，有關他們的感情、 嚴。”《租期》 3月17日

公映路学长：夹缝中求生(《빌린 아내》 3월 17일 상영, 루쉐창: 곤혹 속에서의 생존), 

《南都周刊》：http://yule.sohu.com/20060317/n242373422.shtml (2017년 10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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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연출한 《무산의 운우(巫山雲雨)》(2004)는 리얼리즘적인 자연스러운 화면

전개와 인물들의 기다림의 정서를 잔잔한 여운과 함께 표현해낸다. 이 영화의 남녀 

주요인물인 마이창(麥強)과 천칭(陳青)은 영화 속에서 대화를 갖거나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관객들은 영화의 진행

과 함께 또 영화의 끝부분에서 마이창이 천칭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라오모( 莫)도 

천칭을 내심 사모하였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만다. 한편, 경찰관은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에 대해 설레어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포스트-5세대’ 영화는 소박하면서도 사소할 수도 있는 생활 속

의 진실을 마주하며 그 진실을 담아내려는 기록정신이 영화창작의 핵심적 요소이

다. 그러나 관객에 따라서는 이들이 표현하는 대상이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특

이하다고 여길 바가 없는 사소한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의 비루함 속에서 그들의 진실을 향한 발굴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느

슨한 서사의 측면에서도 ‘포스트-5세대’ 영화는 네오리얼리즘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 할 수 있다.25) 

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한 소매치기(《샤오우( 武, 1997)》) 또는 평범한 남녀

(《무산의 운우(巫山雲雨, 2004)》), 경찰관(《총을 찾아서( 槍, 2003)》)의 내면의 

욕망, 질투, 충동, 망연자실함 등의 감정을 표현한다. 또는 어떤 상징적인 사물 혹

은 동물에 애착의 대상으로 등장하거나(《총을 찾아서( 槍)》의 총, 《카라는 개(卡

拉是條狗)》(2003)의 카라), 어린 시절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역사의 기억을 되짚

24) “我們要影片的風格化，更要影像的極度自然性。” 程青松、黃鷗著：《나의 카메라는 거

짓말을 하지 않는다(我的攝影機不撒謊)》(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2002)，33쪽.

25)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네오리얼리즘은–인용자) 내러티브의 

논리적 연결을 위해 필요한 사건과 상황들을 꼼꼼하게 채워 넣기보다는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거나 행위가 끝난 후에도 카메라를 계속 내버려두기도 했

다. 또한 주요 사건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 두는 열린 결말의 서사를 통해 실제의 

삶과 가장 유사한 현실적 스토리텔링을 추구했다. 네오리얼리즘의 서사는 한 인물의 목

표 달성 과정을 개연성 있는 전개를 통해 폐쇄적으로 종결시키는 할리우드식 주류 영화

와 대비를 이루면서, 결코 깔끔하게 짜이거나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

인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소현, 《영화와 리얼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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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돌아보고(《햇빛 찬란한 날들(陽光燦爛的日子)》(1994), 《청홍(青紅)》(2005), 

《플랫폼(站台)》(2000) 등) 현실의 한계를 이기기 위해 백일몽을 꾸기도 하고(《성

인이 되다(長大成人)》(1997) 등),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환상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수쥬( 州河)》에서 커다란 수족관에서 인어를 연기하는 여자는 바로 이상적 아름

다움 또는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는 심리를 시각화(visualizing of mentality)했다

고 볼 수 있다 — 이는 뒤에서 언급하는 ‘포스트-5세대’의 ‘메타(meta) 리얼리즘의 

한 특징이다.) 방법을 통해 삶의 여러 모습에서 느끼는 현실의 단면을 섬세하게 전

달하며 영화 속 인물의 심리적 진실을 느끼게 해준다.

그들은 영화적 진실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실제를 (극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적인 사실 기록의 자세

로써 복원하여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reality)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포스트-5

세대’ 영화의 리얼리즘은 중국사회와 그 속의 사람,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얽혀있는 절박한, 또는 (남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인생의 문제를 폭

로한다.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평범한 주변인의 삶의 살아가는 대다수 소

시민의 사회계층으로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려는 비판 의식과 영화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물의 ‘심리의 시각화’를 통해 사회 ‘주변화’된 인물들의 삶의 진실을 파헤

치며 그들의 생존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어, 그들의 처지를 알리며 또한 그들

의 존엄성을 호소하고 있다.

Ⅲ. ‘포스트-5세 ’ 리얼리즘의 참조와 확장  ‘메타 
리얼리즘’

1. 네오리얼리즘과 벨바그에 한 참조와 확장

일반적으로 리얼리즘 영화의 감독들은 현실과 경험을 생생한 재료로써 진실성

(reality)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 하나를 제기한다. 즉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 어떻게 카메라의 피동적인 기록성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카메라를 이용하여 포착한 현실은 ‘그저 현실을 쳐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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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실제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 과연 어떻

게 한 편의 영화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영화에서의 영상이 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은 그 자체가 아닌, 매개체를 통해서만 접근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인가? 리얼리즘의 영화가 사실의 기록과 허구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이 양자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적절하게 융합하여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이런 난제들은 리얼리즘의 영화 이론

에서 자주 논의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이들 영화의 극영화로서의 서사 갈등의 허구성, 다시 말해 작가의 ‘지어낸’ 이야

기로서 우연한 계기가 극 진행의 주요동기가 되는 ‘드라마’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

고 리얼리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바쟁이 네오리얼

리즘에 대한 비평을 통해 그들 영화의 특성을 명쾌하게 언급한 바 있다.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작인 《자전거 도둑》의 — 인용자) 이러한 연출이 분명 연

출 그 자체를 부정함을 지향한다거나 그것이 드러내는 현실에 완전히 투명함을 지

향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연출이 존재치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고

지식한 것이 될 것이다. (중략) 거기서 우연의 환상을 부여하고 극적인 필연성에 

우연성의 성격을 갖게 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데시카 

— 인용자)는 우연성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26) 

바로 극적 우연성이 현실의 본질을 배반하지 않은 채, 마치 현실 그 자체를 보여

주는 듯 하는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를 훼손하지 않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믿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탈리아 네오리얼리

즘의 중심에는 객관성과 진실성이 있다. 계급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과 르포르타주

의 촬영방식을 통해, 사실성과 현실감을 강조하며 사회의 진상을 드러냈다. 2차 대

전 전후의 이탈리아 사회의 불안 그 자체가 네오리얼리즘의 탄생과 그 다큐멘터리

와 같은 리얼리티를 살리고자 하는 기록정신을 낳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의 빛, 움직임에 대한 촬영, 현지 촬영, 이것들이 바로 ‘네오리얼리즘의 원

칙’27)이다. 

26) 앙드레 바쟁, 박상규 역, 《앙드레 바쟁의 영화란 무엇인가?》(서울, 시각과 언어, 

2001), 406~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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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있어 리얼리즘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Neo-realism）영화는,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기록성과 극영화의 허구성을 어떻게 

융합하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

“우선 영화는 삶의 단면을 영사해야 한다.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대화와 언어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지방 사투리도 그대로 놓아두는 정도까지 말이다. 이런 효과

를 위해서는 또한 가능하면 비전문 배우를 기용해야 한다. 넷째, 스튜디오보다 야

외 촬영이 보편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광을 활용하고 핸드 헬드 카메라를 

쓰며 관찰과 분석적인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다큐멘터리적인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

다. 이 요구들은 너무 엄격해서 사실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영화는 단 한 

편,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Ladri di biciclette/Bicycle Thieves>(1948) 밖엔 

없다.”28)

네오리얼리즘의 정의, 사명과 영향에 대해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 영화사 서술에

서 네오리얼리즘에 대한 과대평가가 존재한다거나 반대로, 전후 세계를 제대로 표

현해냈다는 등 서로 상당히 다른 의견이 공존함은, 우리가 네오리얼리즘에 대해 이

해하는 데에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확하게 네오

리얼리즘의 가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이탈리아 사

회가 지닌 역사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대전 직후 당시까지 거의 20년

을 지배한 이탈리아 파시즘(fascism) 정권의 붕괴와 그 후 파시즘의 잔재에 대항하

고자 하는 당시의 사회상황과 이데올로기가 바로 네오리얼리즘의 중요한 배경이다. 

네오리얼리즘은 전쟁의 공포, 가난, 실업, 파업 등 사회 문제를 표현함으로써 파

시즘을 공격함으로써, 무솔리니 통치 시대의 이탈리아 영화계가 줄곧 상류 사회나 

통속적인 드라마만을 제작하는 시류에 저항했다. 영화인들은 야외 촬영, 비(非)주

류 혹은 비(非)전문 배우의 선택, 자연주의(naturalism)의 조명 등의 방법을 전통

으로 여기며 영화촬영을 하며, 사회의 빈곤과 곤경에 처한 서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포스트-5세대 영화 정신과 영화 구현 방식이 기본적으로 상

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27) 앙드레 바쟁, 앞의 책，272쪽.

28)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역, 《영화사전[이론과 비평]》(서울, 한나래, 2001),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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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언어에 있어서는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현지 촬영을 선호하고, 느슨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실제 생활의 감정을 드러

내 보여 주는 등은 영화를 보는 관중들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듯한 느낌을 주

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들 영화가 극영화로서의 다양한 개성을 지님과 동시에 다큐

멘터리가 지니는 기록정신과 현실 고발의 자세라는 리얼리즘의 성격을 또한 갖추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자전거 도둑》에서 주인공이 비를 피할 때 

한 무리의 신학교 학생들과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서사전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다. 이런 수법을 통해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는 ― “등장인물의 구체적 행위 때문에 구체적인 동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소(예를 들어, 실업, 가난, 착취당함 등)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적

으로 서로 흩어져야 하거나 불확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29)는 것이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종교가 가난한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완곡하게 꼬집는 장면으로 설정한 것이란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1960년대에 출현한 프랑스의 누벨바그 영화의 리얼리즘 또한 상당 부분 이탈리

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로베르 브레송 감독(1901~1999)

은 누벨바그의 영화감독 중에서도 강렬한 리얼리즘을 표현한 대표적 인물이다. 《시

골 목사의 일기》(1950)로 세계적으로 유명감독이 되었고, 나아가 비전문 배우를 

처음으로 기용하는 참신한 탐색을 선보였다. 이후, 브레송의 영화는 현실의 리얼리

티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했으며, 삶은 매우 곤혹스럽고 혼란스럽다는 진실을 환원

시킨다. 또한 그의 영화는 간결하고 직설적인 것이 특징이며 인간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일관되게 다뤄왔다.

여기에서 로베르 브레송의 《소매치기》(1959)와 지아장커(賈樟柯)의 《샤오우(

武)》는 주인공이 소매치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면에서 착안하여, 서사구조와 주

요 촬영기법 면에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대표

작인 데시카(1901~1974)30)의 《자전거 도둑》(1948)과 왕샤오솨이(王 帥)의 

29) ［美］大衛⋅波德維爾、克莉絲汀⋅湯普森著：《電影藝術——形式 風格》，彭吉象等

譯，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3，459쪽.

30)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아이들은 보고 있다》(1943), 《구두닦이》(1946), 
《자전거 도둑》(1948)은 위에서 언급한 야외 촬영, 비(非)주류 혹은 비(非)전문 배우의 

선택, 자연주의 조명 등의 네오리얼리즘의 영화 제작방식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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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자전거(十七歲的單車)》(2001)는 자전거라는 소시민의 교통수단을 이야기 

전개의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들 영화의 상호비교를 통해 ‘포스트-5세대’ 

영화에 끼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 그리고 프랑스의 누벨 바그 시기의 영화

들의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샤오우( 武)》와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라는 소재에서, 그리고 《북경 자전거

(十七歲的單車)》와 《자전거 도둑》는 ‘도둑맞은 자전거 찾기’라는 소재에 있어 유사

성을 지니는데, 이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평범한 인물에 대한 휴머니

즘으로서의 관심과 배려이며,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과 시작, 발전, 절정, 결말의 세

부적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샤오우( 武)》은 3인칭의 객관

적 표현법을 사용했으나, 《소매치기》는 내면독백 식으로 주관적 심리를 드러냈다. 

《샤오우( 武)》와 《북경자전거(十七歲的單車)》는 서로 맞물리는 사건의 고리들을 

통해서 강한 극적 갈등을 드러낸다. 하지만, 《소매치기》와 《자전거 도둑》이 채택한 

느슨한 서사구조는 현실생활의 일상성에 더 가까운 리얼리티를 제공한다.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5세대’ 영화와 《소매치기》와 《자전거 도둑》은 주요한 촬영

기법 면에서 서로 다르기도 하다. 《샤오우》는 트레블링 숏(travling shot)과 숏이

동 촬영(tracking shot)이나 들고 찍기(shoot with hand-held)를 많이 사용했고, 

《소매치기》는 고정촬영(fixed camera shooting)과 롱테이크(long-take)의 활용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포스트-5세대’ 영화는 네오리얼리즘이나 누벨바그 

영화들의 소시민의 삶, 주변인으로서의 사회적 곤경과 곤혹,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리얼리즘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들 리얼리즘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포스트-5세 ’의 ‘메타 리얼리즘’

‘포스트-5세대’ 영화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의 리얼

리즘 원칙들을 참조하면서도 카메라를 메고 거리로 뛰쳐나가, 영화가 보통 사람들

로 인정받고 있다.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역, 《영화사전[이론과 비평]》，한나래, 

2001, 27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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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표현하며, 스크린과 삶과의 거리를 좁혀 진실을 담는 데 있어 그들 나름대

로의 또 다른 리얼리즘의 특징을 영화에 구현하며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

다. 이를 ‘메타 리얼리즘’이라 칭하고자 한다.31) (네오 리얼리즘이나 누벨바그 등

의) 영화 전통의 리얼리즘을 참조하면서도 그들 특유의 영화제작의 형식과 사상이 

결합한 ‘포스트-5세대’ 영화가 지닌 일종의 변주(variation)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리얼리즘의 특징들이다. 바로 아래에서 언급하는 넷째 특징인 ‘시뮬라크르’현상의 

적용과 다섯 번째 특징인 ‘심리의 시각화’(visualization of mentality)이다. 

‘포스트-5세대’ 리얼리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5세대’ 영화는 다큐멘터리의 촬영 스타일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다채롭게 실험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갈등, 그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극영화의 기법을 통해 상상력의 이미지를 동원하거나(왕차

오(王超)의 《안양 아기(安陽嬰兒, 2001)》), 다른 영화의 장면을 패러디하거나(지

아장커의 《소요에 맡기다(任逍遙, 2002)》), 영화 속에서 연극 무대를 활용하거나

(쟝양(張揚)의 《어제(昨天, 2001)》) 등의 여러 가지 기법 및 장치가 부가되었다. 

또한, 핸드 헬드, (거리에서의) 고정촬영과 롱테이크 등이 삶의 현실에 대한 생동

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촬영기법들을 사용한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지아장커의 《샤오산의 귀가( 山回家, 1995)》에서 핸드 헬드 방식의 롱테이크 

숏은, 그 길이가 7분에 달하며. 식당의 임시직에서 해고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는 샤오산의 망연자실과 쓸쓸함을 응시하며 그의 내면을 조용히 관망하며 표현해내

고 있다. 

지아장커의 또 다른 영화 《샤오우( 武)》에서 샤오우는 몸이 아파 노래방 도우

미로서의 출근을 못한 매이매이(梅梅)를 찾아간다. 이 둘이 함께 있게 된 방 안에

는 젊은 남녀로서의 설레임과 소매치기와 노래방 도우미라는 현실의 막막함이 함께 

묻어난다. 그녀는 유명 연예인이 되고픈 꿈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에 애잔함이 깃든다. 샤오우가 담뱃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켜자 ‘엘리제를 위하여’ 

31) 메타(meta-)는 영어에서 ‘위치⋅상태의 변화와 관련 있음을 나타냄’ 또는 ‘더 높은, 초

월한’의 의미를 지닌 접두어인데, 여기서 명명하는 ‘메타 리얼리즘(metarealism)’은, 

‘시뮬라크르’나 심리적 리얼리즘의 기법 등이 리얼리즘의 한 변형으로서 영화 전체의 리

얼리티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념을 제안하였다. 중국어로는 ‘後設現實

主義’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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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들린다. 매이매이가 또 한 번 듣길 원하고, ‘엘리제를 위하여’는 그녀를 위해 

다시 울려 퍼진다. 짧은 순간이나마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호감과 온정이 오롯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침대 위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장면의 

카메라는 움직임 없이 5분여에 달한다. 

왕차오(王超)의 《안양의 아기(安陽嬰兒), 2001)》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황하

강을 말없이 바라보는 장면이 고정 숏으로 처리된다.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게 된 

내면의 절망감이 스며든다. 이 조직폭력배는 따깡(大崗)과의 몸싸움 끝에 뜻하지 

않게 죽게 되고,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따깡이 감옥에 가게 돼) 혼자서 살아가게 

된 펑옌리가 끝내 매춘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은 외화면 공간(off-screen space)의 

소리로서만 표현되는데, 이때 노년의 노점상이 혼자 앉아 있는 한적한 길이 고정 

숏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고정 숏의 촬영기법은 왕차오의 두 번째 영화 《낮과 밤(日日夜夜, 2004)》)

에서도 계승된다. 익스트림 롱 숏(Extreme Long Shot)의 화면으로, 광셩(廣生)

은 무너진 광산의 입구로 천천히 다가가서 아푸(阿福)에게 “난 네 아버지를 구해내

지 못했어.”라고 말하지만, 말없는 아푸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듯해 보이며, 광

셩의 이런 자책의 말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는 광셩의 아푸에 대한 죄책감을 드

러내는 장면이며 나중에 아푸가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면적 동기를 보여준다. 

아푸를 돕는 일은 광셩에게 속죄이자 자기구원인데, 아푸 아버지의 영혼이 광셩의 

시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광셩 스스로의 자기위안의 결과이다. 

광산의 입구와 그 주변의 스산한 벌판을 비추는 익스트림 롱 숏은 인간과 자연환

경의 대비를 통해 영화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숙명성과 우연성을 응축해서 나타내

고 있다. 이 영화는 비교적 많은 자연환경에 대한 고정 숏으로 롱 샷 또는 풀 숏의 

롱테이크 숏을 통해 인간의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및 거리감을 표현해주고 있다.

왕샤오솨이(王 帥)의 《칭홍(靑紅), 2005)》에서 칭홍은 수업을 마치면서부터 

계속 좇아가다가 칭홍이 멈추자 샤오껀도 함께 멈추는 장면까지는 롱 샷으로 처리

된다. 샤오껀( 根)과 이야기(무슨 이야기인지는 관객에게 들리지는 않는다)를 나

누는 장면은 미디엄 숏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익스트림 롱 샷으로 전환

되어 칭홍이 하는 말을 듣고는 사오껀이 갑자기 오던 산기슭의 오르막길로 뛰어가

는 장면으로 바뀐다. 익스트림 롱 숏으로 인해 거대한 산등성이 속에서 작아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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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샤오껀의 뛰어가는 모습은 마치 칭홍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삶의 환경(부모의 

반대와 상해로 이사가게 되는 칭홍의 변화 등)을 암시하듯 왜소하고 무기력해 보인다.

둘째, ‘길거리 리얼리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특징인데, 이는 ‘포스트-5세대’의 

이들 영화의 주요대상이 되는 주변인들의 삶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그 촬영의 현

장이 바로 ‘길거리’라는 점이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샤오우》의 샤오우는 길 위의 차량 안 등의 장소에서 타인의 지

갑을 슬쩍하는 소매치기이고, 《플랫폼(站台)》의 주요 인물들은 여러 지역을 유랑하

는 문예단원들이며, 《북경자전거》에서는, 자전거로 택배를 하러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서로 좇고 쫓기는 영화 속 에피소드들이 주로 길 위에서 벌어진다. 《소요에 

맡기다(任逍遙, 2002)》도 오토바이를 타고 주인공 인물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 부분 로드무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포스트-5

세대’는 영화의 음향 면에서도 리얼리즘의 정신에 충실하게 실제 현장의 음향, 예컨

대 잡음, 크랙션 소리와 자동차들의 엔진소리, 거리 DVD가게의 가요 소리 등을 가

감 없이 현장의 이미지와 함께 담아내는 작업도 더해졌다. 

지아장커의 영화에서는 ｢소요에 맡기다(任逍遙)｣나 ｢강산을 사랑하며 미인은 더

욱 사랑한다(愛江山更愛美人)｣ 등의 유행가를 통해 시대적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인물의 심정을 대변한다. 《샤오산의 귀가》에서는 경극에서의 춤동작과 나오는 빠른 

반주음악이 나오며 긴박한 사태의 전조를 알리고, 홍콩 느와르 영화의 OST가 나오

며 샤오산은 친구가 다른 계파의 조직원에게 얻어맞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상황과 심리의 변화에 걸맞은 적절한 음악의 운용을 통해 영화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다. 

역시 지아장커가 감독한 《샤오우》의 시작부분에서는 벼락부자를 풍자하는 샹셩

(相聲)이 나오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처해있는 샤오우의 소매치기 

신세에 대한 주해이자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한 복선(伏線)이기도 하다. 《플랫폼(站

台)》에서는 덩리쥔(鄧麗君)의 노래, 장자성(張家聲)의 《강의 비가(河殤)》에서의 

더빙 그리고 노래 《갈망(渴望)》, 《플랫폼(站台)》32) 등을 배경음악으로 하여 중국 

32) 《플랫폼(站台)》 이 노래는 1980년대 중반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던 노래로 우리가 

처음 듣는 록음악에 가까운 음악이기도 했다. 이는 한 사람이 플랫폼에서 자신의 아내

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묘사하며 일종의 기다림의 정서를 표현했다. 지아장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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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기’시대 대중문화의 흐름을 섬세하게 묘사하서 그 시대의 정서와 현장감을 담

고 있다.

셋째, ‘포스트-5세대’ 영화에서는 전문적인 직업배우로서의 연기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 그 자체로서의 연기를 추구한다는 특성을 지니며, 비직업배우를 기용하는 

것이 한 중심축이 된다. 

루쉐창(路學長) 감독의 《카라는 개다(卡拉是條狗)》에서 유명배우 거요우(葛優)

는 ‘스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진 공처가 소시민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

고 있다. 

장양 감독의 《어제(昨天)》는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실제의 주요인물들이 연기

를 한 작품이다. 배우로서의 삶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홍셩(賈宏聲)과 그의 

부모, 그의 친구들 모두 실제 인물인 것이다. 리양(李楊)의 《눈먼 갱도(盲井, 

2003)》의 모든 연기자들의 연기도 매우 자연스러움을 지니고 있어 실제 현지의 광

부와 소년, 광산 관리인 등이 연기에 참여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연기

의 ‘원래 인물’ 자체를 추구하는 특성은 그 사용 언어에서 두드러진다. 

《샤오우( 武)》에서 샤오우는 허난(河南)의 안양(安陽) 사투리를 사용하며, 《플

랫폼(站台)》에서 추이밍량(崔明亮)은 산시(山西)의 펀양(汾陽)사투리와 연기자 자

신의 북방 사투리가 섞여 있다. 《소요에 머물다(任逍遙)》에서는 배경장소가 산시

(山西)의 따퉁(大同)인 만큼, 영화 속 대화도 따통(大同) 사투리를 쓰고 있다. 《총

을 찾아서( 槍)》에서의 마샨(馬山)과 주요 인물들은 쓰추안(四川) 지역의 사투리

를 쓰고 있으며, 《우는 여인(哭泣的女人)》의 대화도 구이조우(貴州) 한 지역의 사

투리이다. 《멜대⋅아가씨(扁擔⋅姑娘)》에서는 별명이 ‘멜대(扁擔)’인 동즈(東子)와 

별명이 ‘월남 아가씨’인 완홍(阮紅)은 강한 후베이(湖北)말투가 들어있어 그 연기가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진다.33) 

이상의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의 전통을 참조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폼(站台)》을 이야기하다(賈樟柯談 《站台》), 程青松, 黃鷗, 《나의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我的攝影機不撒謊)》(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2002)，370쪽.

33) 배우들의 사투리가 어느 지역 방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인 남경대학 중문과 

후배 석사졸업생 徐國梁의 자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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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포스트-5세대’ 영화는 ‘시뮬라크르’(복제품) 현상을 영화연출에 적용하고 

있음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영화에서의 리얼리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와 현실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리얼리즘의 환영(fantasy)과 

미학적 동기를 은폐하고 있다.34) ‘포스트-5세대’ 영화의 리얼리즘도 이러한 성격들

을 지닌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급진적인 리얼리즘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인 보드리야르는 “우리는 이미 시뮬라크르

(simulacrum)가 구성하고 있는 그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뿐입니다.”35)라고 했는데, 지아장커의 영화에서 바로 이 

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영화 《샤오우》에서, 지아장커는 여전히 미장센의 방법을 채택하였고 “촬영 현장

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장면의 전체적인 느낌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파를 옮겨버

린”36) 것이다. 이러한 미장셴 작업의 ‘연출’ 후에 영상이 오히려 보다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본 이른바 ‘실제 장면’은 사실은 (원래 

있던 소파를 치운)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시뮬라크르’(두번째 단계의 복사

본들이고, 복사본의 복사본)37)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38) ‘포스트-5세대’의 다른 

영화들도 다큐멘터리적 스타일의 극영화(영화 자체가 현실에 대한 복제품이다)란 

점에서 일정 정도 이러한 ‘시뮬라크르’ 현상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미리 연출 작업을 한 것을 우리는 영화 화면을 

통해서는 사후적으로 거의 눈치 채기는 힘들다. ‘현실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드

러내기 위한 노력은 ‘포스트-5세대’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이며, 현실에 대한 감독으

로서의 주관적인 ‘개입’이 작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작업, 즉 연출기교, 거친 시뮬라

34)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역, 《영화사전：이론과 비평》，한나래, 2001년，81쪽 참고.

35) Gary Hentzi，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비평용어사전》，문학동네，1998，363쪽.

36) 현실문화편집부, 《지아장커，중국영화의 미래》，현실문화연구，2002，166쪽.

37) 쉬잔 엠 드 라코트, 이지영 옮김, 《들뢰즈: 철학과 영화》，열화당，2011，103쪽.

38) 이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더 이상 모방, 복사, 심지어 패러디의 문제가 아니며, 

실재를 나타내는 기호(sign)를 실재의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이다. 이소현, 《영화와 리

얼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77쪽. “시뮬라시옹(시뮬레이션simulation-인용자)

의 과정 속에 실재를 대체하는 과잉현실(hyperreality)이 만들어지며 시뮬라크라(복제

품simulacra=simulacrum-인용자)와 ‘실재’ 사이의 구분은 충돌하고 종국에는 붕괴된

다. 이소현, 앞의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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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복제품)의 세계를 보여주는 리얼리즘이 바로 ‘포스트-5세대’의 리얼리즘이기도 

하다.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오히려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연기나 장면의 

연출을 하는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리얼리즘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메타 리얼리즘’이

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섯 번째 특징으로, 앞서 Ⅱ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수쥬( 州河)》

에서의 수족관 속 인어로 표현된 ‘심리의 시각화’도 ‘메타 리얼리즘’의 기법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심리의 시각화’를 활용한 ‘메타 리얼리즘’은 《귀신이 왔다(鬼子來了)》(2000)39)

의 끝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군이 마따산(馬大三)의 목을 칼로 내려치려 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장면과 이어진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저지른 일본군에 

대한 분노로 일본군을 살해하려다 체포된 마따산은 일본군의 칼에 참수당하고 마는

데, 이미 목에서 머리가 잘려나간 마따산의 시점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기괴한 장면

이 등장한다. 이때, 원래 흑백이던 영화의 화면이 점점 칼라로 변하고, 동시에 관중

의 시선과 마따산의 시선이 일치되게 된다. 이러한 시선의 관중이 마따산의 입장에

서 그의 일본군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마따산의 

머리가 잘려나간 후 땅에 떨어지고 나면 화면은 점점 붉은 색으로 변한다. 이러한 

흑백화면이 전달하는 과거의 ‘역사성’의 느낌과 마따산의 시선이자, 동시에 관객의 

시야로써 처절하게 바라보는 칼라로 주변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의 강렬함이 전달

되며, 당시의 일제침략의 잔인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극성’은 붉은색

으로 극렬하게 전달되고 있다.40) 이렇게 영화 전반의 리얼리즘 기조의 바탕 위에

서 관객의 정서와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영화 주제전달의 효과성을 극대하기 위한 

39) 이 영화는 배우이기도 한 지앙원(姜文) 감독이 연출한 것인데, 마따산이라는 순박한 농

민이 일본군의 말을 믿었다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되고 마는 이야기가 담

겨져 있다. 마따산이라는 한 개인의 일상이 그려지며 개인의 차원에서 진행되던 영화가 

일본군의 배신으로 분노에 찬 농민이 결국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의 비극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40) 이러한 화면 운용에 대해 감독 지앙원은 이런 언급하기도 했다. “최후의 붉은색은 당연

히 붉은 피이자 붉은 기치이며,” “바로 최후의 이 화면을 위해서 영화 전체를 흑백으로 

찍을만한 가치가 있었다. ( 後的紅色當然是紅色的血和紅色的旗幟”，“就爲了 後的

這個畫面，值得 整部電影拍成黑白片。)” 程青松, 黄鸥：《我的摄影机不撒谎》，中国

友谊出版公司，2002年版，第94页。



224  《中國文學硏究》⋅제69집

화면 색채의 운용 또한 ‘포스트-5세대’ 영화가 지닌 ‘메타 리얼리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안양아기》에서 매춘 소탕으로 체포되어 트럭에 실려 감옥으로 이송되는 펑옌리

가, 역시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따깡에게 (아마도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거나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아기를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현실에선 불가

능한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엄마로서 아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옌리의 심리적 진실

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비현실적이면서도 심리적 리얼리티를 전해주는 장면이다.

이상의 실례에서 보듯이, ‘포스트-5세대’들은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주변인들의 생존 위기의 현장을 드러내며 또한 이들

은,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의 제작방식과 정신을 참조하면서도, 그들 나름의 다

큐멘터리적인 성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촬영방식과 ‘길거리 리얼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음향효과 및 대중음악의 만연(蔓延), 짙은 중국적 지방색을 지니 주변인 

처지의 그늘이 드리워진 ‘비직업배우’로서의 연기와 중국적 미장센을 드러내는 영화 

속 드러나지 않는 연출로서의 ‘시뮬라크르(복제품)’ 현상 등을 통해, 현실사회의 주

변부에서 소외된 채 생존의 위기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주변인과 소시민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는, ‘메타 리얼리즘’의 적용으로 영화의 전반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또한 완성도 있게 현실을 반영하는 ‘포스트-5세대’ 특유의 리얼리즘을 형성하며, 영

화의 관객들에게 중국 사회 속에 실재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공감을 일으킴으로

써 중국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각성시켜 주고 있다.

Ⅴ. ‘포스트-5세 ’ 리얼리즘의 의의

중국 ‘포스트-5세대’ 영화는 영화 속 현실이나 그 결말의 의미도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개방적 서사구조로서 우연성이 함유된 전개과정을 통해서도 현실 속 소시

민의 삶의 상황, 미시적인 삶의 면면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전통적인 극영화는 관습적으로 ‘질서/무질서/질서로의 회귀’라는 3단계 구조의 

‘봉합’된 이야기를 전개했다. 서사구조상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며, 극영화 줄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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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무관한 부분은 영화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포스트-5세대’ 영화

는, 극영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제 전개과정의 느낌을 존중한다. 다시 

말해, 영화에서 서사전개상의 공백은 대부분 다큐멘터리의 카메라가 미처 촬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실에 ‘부재’하는 카메라로서 ‘결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낳는 서사 전개 사이의 ‘공백’이 존재한다. 반면에, 카메라가 부

재하지 않는 때에는 사소한 것도 서사 전개의 일부가 된다.

즉, ‘포스트-5세대’ 영화는 작은 사건마다의 세부적인 흐름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영화 《샤오우( 武)》의 시작부분에서 원래는 소매치

기인 샤오우가 버스에 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매치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

는 장면으로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아장커 감독은 이러한 시작은 영화의 전

체적 분위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1) 나아가, 샤오우가 길에 서서 성

냥을 빌려 담배를 피우다가 소형버스에 올라타고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지나면

서 소매치기를 하고(나중에 밝혀지지만), 조용한 버스 안에 앉아서 시내로 향해 가

는 장면으로 바꾼 것이다. 세부적인 서사 전개의 선택 여부가 서사 전개상의 갈등 

및 충돌에 기여하느냐 하는 극적 흥미 유발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겪을 만한 현실 속 삶에서의 리얼리티를 느끼게 할 수 있

느냐가 그 기준인 것이다.

‘포스트-5세대’ 영화 감독들의 영화에 대한 ‘개입’은 플롯 구성의 흥미유발이나 영

화의 상업적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은 채, 이야기 줄거리의 자연스러운 전개와 그 

리얼리티가 담고 있는 중국 당대(當代)의 현실을 영상에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시민의 삶의 리얼리티를 전달하는 것이지, 도덕적 가치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다. 

리얼리티를 담아내고 그 이야기 결말에 대한 해석은 관객들의 생각에 맡기는 것이

다. 이를테면, 《안양아기》에서는 한 아기를 매개로 남녀(펑옌리와 따깡)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생계를 위해 따깡은 자전거 수리 일을 하고, 옌리는 (따깡의 묵인 

하에) 길거리에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매춘을 한다. (매춘을 위해 남자를 데려왔

다는 것만 눈치 챌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상업영화에서 으레 등장할 수 있는 자극

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파격적인 설정이 담긴 이 

영화는 르포르타주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기에 흥미를 끌기 위해 설정한 것이 아

41) 현실문화편집부, 앞의 책, 1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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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 속에서 서사전개 상의 지나

가는 부분으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된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아

무런 가치판단도 드러나지 않는다. 《소요에 맡기다(任逍遙)》에서도 두 청소년은 어

설픈 은행강도 행각을 벌이다 감옥에 가게 되고, 《어제(昨天)》에서는 아버지의 따

귀를 때리는 패륜행위의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샤오우( 武)》에서는 소매치기

라는 범죄행위가, 《북경자전거(十七歲的單車)》에서는 청소년 사이의 거친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는 그들의 삶의 처지에 대한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영화

적 재료로 쓰이고 있지만,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지진 않는다. 예를 들

어, 《안양아기(安陽嬰兒)》의 결말부분에서 펑옌리(馮豔麗)가 매춘 하던 중 적발되

어 체포당해 끌려가는 모습은, 윤리적 가치판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매

춘 소탕이라는 사회적 잣대 하에 매춘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여성의 곤혹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영화 속 인물들은 그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범

법’ 행위에 쉽게 젖어 들 수밖에 없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의 처지에 속해 있음이 역

설적으로 드러나고 만다. 

바로 이들 삶의 현장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원칙들 즉, 촬영방식에

서의 고정 숏과 핸드 헬드, 롱테이크의 주된 활용, 현장음의 가감 없는 활용, 비직

업배우의 기용과 현지인물 본연의 성격을 드러내는 연기를 활용한 ‘길거리 리얼리

즘’이 영화사 흐름에서의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 등의 리얼리즘 전통을 참조한 측

면이라면,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주변인들’의 곤혹스런 처지를 더욱 절

절하게 드러내는 ‘심리의 시각화’도 과감하게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원본이 사라지

고 복제가 원본을 대체하는 ‘시뮬라크르’를 영화 연출방식에 적용하여 리얼리즘 표

현기법을 확장하는 시도를 하였다. ‘포스트-5세대’의 이러한 확장된 리얼리즘을 ‘메

타 리얼리즘’이라고 이 글에서 개념화하여 명명했는데, 이렇게 그들은 전통적인 리

얼리즘에의 참조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영화 스타일을 형성하며 영화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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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後第五代”都在经意或不经意地还原着导演自身的成长经验，传达着导演自身

的人文思想和个人觉醒，由于特别注重现实生活原生态的还原，真诚直面现实、直

面人生，特别关注边缘人，因而他们的电影触及了社会的方方面面，突出了自己独

特的现实主义，其呈现为下面五个方面。
第一，“後第五代”导演们多喜欢拍街头，看人自然而然地走，人与环境融在一

起的感觉令其心动。为了捕捉这种感觉，他们常常用长镜头，停留久一点，寻找日

常时间中的一种真实。这种真实不一定是美丽的，有时甚至是丑恶的，但通过不作

回避的正面拍摄，在似乎污秽不堪的世俗生活中发掘出人性的真谛，此即电影能达

到的最深刻的情感，也是艺术电影之意义之核心。正如巴赞所说的，艺术的现实主

义就是对现实因素通过人工手段的美学选择。
第二，“後第五代”电影普遍采用的现场同期录音使其电影的纪实性大大提高。

人物的方言、马路上的汽车喇叭声、引擎声等杂音、流行歌曲、插曲等都使电影观

众相信电影虚构时空具有真实性，它们在更有效地表达电影主题上成为一种符号。
第三，“後第五代”电影現實主義建构作为现实化影像给观众带来了感情共鸣，

通过沉静、平和的叙事，长镜头和手提摄影等摄影技巧，和谐和本色化的表演、现

场感音效，传达出独特的纪实韵味。其电影整体的影调是一致的，富有生命感的，
各场面协调性是充盈的，影片似乎没有场面调度的痕迹。

第四，“後第五代”电影现实主义追求试图在平淡的叙述中暴露出“现实背后的真

实”，其场面调度正是着重于传达真实感，意在获得比现实还要真实的视觉效果。
“後第五代”电影現實主義体现的是导演主观介入的纪实。从这个意义上看，“後第五

代”电影的現實主義，已从现实主义进入到了类像（simulacre）的世界。
第五，“心理視覺化”(visualization of mentality)。
由此可见，“後第五代”电影的現實主義是对社会弱势群体的人文关怀,它以长

镜头凝视中国底层人民生活，以跟踪摄影、手提摄影、深焦距镜头、现场同期录音

及本色化表演等结合为他们特色的“街头现实主义”，與此加上“心理視覺化”與“类像”

（simulacre）尤其此兩者稱之爲“後設現實主義”(meta realism),以表现形态生

动展示一代人的生存状态,特别是他们在作为社会弱者的寻觅、挣扎和坚守，作品

主人公常常拥有超越既成道德观念和制度的坚强，坚定书写社会现实背面的真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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