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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협영화는 무협영화와 판타지(奇幻) 영화라는 장르의 융합을 통해 발생한 새로운 장르이다. 본고는 중국
선협영화의대표작인 서유기류영화의미장센을통해선협영화의탄생과변화 및선협영상미학을 분석하였다. 특
히, 서유기류영화의선협공간은인간계와요계, 요계와신선계, 천계와인간계로구분되어서로대립하는공간으로
서 비록 톨킨이 제시했던 환상적인 제2의 공간(Middle Earth)의 모습과 닮아있지만 전통적인 무협서사에서 주로
나타나는산, 사막, 동굴, 초원등자연환경(강호세계)을 중심으로지극히중국적인모습과중첩된세계를보여준다
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최근 선협영화로서 서유기류 영화의 유행은 서구 판타지 장르의 영향아래 중국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IP(Intellectual Property)소설이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확장되어 메타 서사화 된 결과라고 볼
수있다. 이러한변화는장르의혼종을통해원작서유기세계를넘어서는현시대정신을지닌새로운중국적판타지
인 "선협"장르의 탄생을 의미한다.

주제어 : 서유기, 미장센, 장르의 혼종화, 겹처진 세계, 선협
Abstract Chinese xian-xia films is a new genre that occurred through the fusion of the genre of martial
arts and fantasy.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 of xian-xia films and the space aesthetics of
xian-xia films through the miseenscene of the journey to the west films. In particular, the space for
xian-xia in the films is divided into the human, urinary, heaven world and the space of conflict. It looks
like the fantastic Middle Earth that Tolkien presented, however it is discriminatory in that it shows a highly
Chinese appearance and overlapping world center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world of Mountains and
Livers), such as mountains, deserts, caves, and grasslands, which usually appears in traditional martial arts
history. Resently, the boom of journey to the west films is regarded as the change of the Chinese film
industry under the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IP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and the western
fantasy genre in the 21st century China. This change marks the birth of the new Chinese fantasy
"xian-xia" genre with the spirit of the present era that transcends the original world of journey to the west
through the hybridization of th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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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특수효과의 발전은 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현대 중국 영화는 디지털 특수효과

방법을 널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에 있어서도

다량의 VFX와 CG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기술로 제작된 영화는 관객들에게 가상성의 리얼리티

와 시각적 스펙타클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따라

서 초자연적이고 초인적인 내용의 중국 무협영화는 대
표적으로 디지털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1] 리안 감독의 <와호장룡(卧虎藏龙)>(2000)부터

장이모 감독의 <영웅(英雄)>(2004)까지 2000년대 초반
을 장식한 중국의 블록버스터는 디지털 특수효과를 사

용하여 화려한 장면과 스펙타클로 중국 무협영화의 새

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다.[2] 이러한 무협
블록버스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

시 배급되며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장르로 발전해 왔

다.
허구의 세계,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디

지털 기술은 판타지(fantasy: 奇幻) 라는 장르의 비약적

인 발전을 가져왔고, 밀레니엄시대에 들어서며 <반지의
제왕(The Road of the Rings)>으로 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중국 영화산업은 판타지 영화를 활발히 제작하기

시작하며 무협영화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적인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무협과 판타지가 결합한 장

르를 중국에선 “선협(仙侠)”이라 부르며,[3] 최근 매우

활발하신 제작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
<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의 영상감독인

엔서니 라몰리나라(Anthony LaMolinara, 미국)는 “중국

의 선협영화 장르는 미국의 서부 카우보이 영화와 마
찬가지로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지고 동일한 유형으로

재생산된다. 동시에 선협영화 장르는 중국에서 개연성

의 공간을 크게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다.[4] 제작자
사즈레이(萨支嘉)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선협영화는 확

실한 특색이 있으며 중국영화시장에서 발전공간이 매

우 크기 때문에 곧 선협 영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
고 언급하며 선협영화 장르의 확산과 발전을 긍정적으

로 전망하고 있다.[5]

선협소설 및 드라마와 함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
는 선협 영화는 일시적인 추세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중국 전통문화에서 선협이 어떻게 하나의 범주를 형성
하고 확장해 왔는지, 그리하여 당대 중국의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습합되고 재구성되는지 살펴보려고 한

다. 이를 위해 선협장르의 대표적 소재인 서유기를 분
석대상으로 삼고, 선협장르 영화로서의 서유기류 영화

에서 보이는 미장센을 통해 영상미학을 연구하려 한다.

특히 수많은 서유기류 영화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화제
가 되었던 1995년 홍콩의 <西游记之月光宝盒>, <西游

记之仙履奇缘>(이하<대화서유(大话西游)>, 2005년 말

에 개봉된 <정전대성(情癫大圣)>, 2017년에 개봉된
<오공전(悟空传)> 세 편을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가장 주목받은 대표적인 서유기류 영화를 통

해 그 영상미학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선협장르의
발전과정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는 선협영화가 상상의 이미

지와 공간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사공간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영상언어라고 볼 수 있는 미장센

(miseenscene)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무협과 디지털 특수효과의 발
전에 힘입은 판타지가 결합하여 선협이란 장르로 발전

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그 개념이 모호한 선협영화라
는 장르의 범주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

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중국 선협의 의미 및 무협, 판타지와의 관계

바이두(百度)백과에서 선협이란 “일종의 새로운 문학

제재로, 전통 무협보다 더욱 허황되고 공허하다. 선협

작품에서는 흔히 선, 신, 마, 요괴 등 6세계의 생명이
출현하고, 주인공이 수련에 들어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과 함께 여러 가지 법보, 선기 등을 사용하여 다

양한 능력을 표출한다. ‘선협아 선협아. 만약 협객의 정
신이 없으면, 어찌 선인의 상상이 있겠는가!’"[6]로 표

현되고 있다. 바이두 백과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

이 선협이란 협객의 정신과 초월적인 존재인 선인이
어우러져 있는 장르로, 중국 젊은이들에게 신화적 존

재에 대한 흥미 및 인류의 진화 혹은 더 진화된 생명

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을 부여하는
장르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선협이란 장르는 중국 고대 전통 문화에서부

터 존재하고 있다. 장자(庄子)의 「우언(寓言)」과
『산해경(山海经)』, 굴원의 「이소(离骚)」나 「구가

(九歌)」등 초사(楚辞) 계통의 작품같이 낭만적이고 환

상적인 문학 전통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 낭만적
상상력과 환상성의 전통은 나아가 지괴(志怪)와 전기

(传奇傳奇), 신마소설(神魔小说) 등 고전서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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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괴(神怪)라는 범주를 형성한다. [7]
선협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청나라 말기

「선검오화검(仙剑五花剑)」에서이다.[8]「선검오화검

(仙剑五花剑)」의 선(仙)은 중국 고대 신화 중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선을 뜻한다. 즉 선협

에서 선(仙)은 신선으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기에 평범한 인간과 구분되는 것이다.
선협의 협(侠)’은 무협의 협으로 「한비자•오두(韩非

子•五囊)」와「설문해자(说文解字)」에서 처음 나온

다. ‘협(俠)의 의미는 빙(愕)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
며,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있는 무사의 이미지와 더

불어 정신적으로 ‘의(义)’ 와 관련을 가진다.[9]. 성당

(盛唐) 시대 「호협론(豪侠论)」에서 ‘협(侠)’과 ‘의(义)’
를 연관지어，협의 특징을 표현하였고 협과 의는 상부

상조의 관계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10] 때문에 대표

적인 무협연구자인 북경대학교 천핑위엔(陈平原）교수
는 전통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협의 정신에 대해

첫째, 중국인의 심성 속에 존재하는 사회의 공정함, 정

의감에 대한 소망, 둘째, 협의라는 민간사회의 도덕계
통, 셋째, 말하고 행동하며 표리가 일치하는 인격정신

을 뜻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11] 이러한 협의정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정신으로써 때로는 일반인들의
일상 언행과 인간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선협과 무협을 비교해 봤을 때 선협은 무협에 비해

보다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선협의 인물은 초인으로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의로운

존재이고, 선협 작품에는 신(神)，선(仙)，인(人)，요

(妖)，마(魔)，명(冥)，귀(鬼) 등 풍부한 상상의 인물들
이 등장하며, 인물의 특수한 능력을 드러내는 법기，

선기, 초능력 등이 다채롭게 나타나기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선협영화는 종종 현환(玄幻; 동양적
판타지), 기환(奇幻; 판타지 장르의 총칭), 무협(武俠)

등과 함께 취급되거나 하위 장르로 분류되어 명료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혼란스러운 것은, 선협장
르가 최근 크게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는 이런 상위 장

르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12] 다이칭(戴

淸)은 선협장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선협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는 주로 신(神)，선(仙)，요(

妖)，마(魔)의 감정적인 이야기와 선과 악의 대결을 주

요내용으로하며 주인공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으며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표현된다. 기환(奇

幻)과 비슷한 명칭으로 마환(魔幻)(일반적으로 영화에

사용)，현환(玄幻) (일반적으로 인터넷소설에 사용) 등
은 대체로 비현실적 창작물을 가리킨다.[13] 그의 논문

에선 이런 유형의 작품을 선협 기환으로 통일 기술하
는데, 이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웹사이트 및 드라

마의 공지 통칭인 영화와 드라마의 분류체계를 따른

것으로, 선협은 기환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매체에 따
라 마환과 현환을 구분한 것이다.

  장르의 혼종화는 영상장르의 내적 혼종(무협+판타

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인터넷 플랫폼은

인터넷 소설,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적 장르를
넘나들며 각각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 이는 원전 서사

의 스토리텔링을 확장하고, 캐릭터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 중국 IP(Intellectual
Property)영상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선협영

화는 인터넷 소설을 기반으로 한 외적 혼종을 통해 현

시대정신 지닌 장르로 발전하며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
다. 최근 선협장르의 붐은 21세기 중국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IP영상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장르의 혼종

화” 가 몰고 온 중국사회의 변화라는 점에 특히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3. 선협영화의대표장르로서서유기류영화의유행

2008년 미국에서 『서유기』를 각색한 <The
Forbidden Kingdom(功夫之王) >이 상영되었고, 2009

년에는『서유기』를 저본으로 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각색한 영화<Dragon ball Evolution>이 방영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날아라 슈퍼보드> 및 <마법 천자문>과

같은 서유기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서유기』는

오늘날 중국과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콘텐츠인 것이다. 『서유기』를

각색한 영화는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으며 특히 <서유

기지대요천궁 (西游记之大闹天宫)>과 애니메이션 <서
유기지대성귀래(西游记之大圣归来) > 등은 2014년，

2015년 박스오피스 1.2위에 달했다. 즉 중국의 고전문

학인 사대기서(四大奇书)로서 『서유기』는 시대, 지역,
계층, 성별을 뛰어넘어 다양한 독자층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1４]

명대(明代) 소설 『서유기』가 지속적으로 재해석되
며 끊임없이 재창작되었던 서유기류 작품들 가운데 가

장 주목할 만한 영화는 1994년과 1995에 상영된 <西游

记之月光宝盒>와 <西游记之结局之仙履奇缘>이다. 이
두 편을 줄여 <대화서유>라고 부르는데, <대화서유>

는 사대기서인 원전을 주성치식의 희극으로 재창조하

였으며 현대 서유기류의 영상의 정전(经典)이라 여겨
지고 있다. 영화 개봉 당시 홍콩과 중국 젊은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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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고백할 때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할 정도로 선
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서유기 영상물들을 제

작하는데 있어 캐논이 되었다. <대화서유> 다음으로

『서유기』를 각색한 주목할 영화는 2005년 연말에 개
봉된 <정전대성>이다. 이 영화는 당승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승과 추녀 요괴 악미염(岳美艳)의 사랑 이야기

를 담고 있다. 악미염이 당승의 애마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다. 특히 환상적인 그래픽 영상미학으로

홍콩 국제 영화제 특수효과 상을 수상했다. 서유기류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화는 2017년 <오공전>
이다. 오공전은 진허자이(今何在)에 의해 쓰여진 인터

넷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2000년 인터넷에 처음 연

재되기 시작해 ‘가장 훌륭한 인터넷 문학작품(最佳网络
文学作品)’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후 IP영화로 개작

되었고 흥행을 일으키며 한국에서도 동시 개봉되었다.

<대화서유>, <정전대성>, <오공전>은 21세기 서유
기류 선협영화 장르의 유행과 그 변화양상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작으로서 서유기류 영화의 영상미학 변

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 영화들
이다. 각각 1990년대, 2000년대, 최근에 대중들의 큰 호

응을 받은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홍콩 국제 영화제에

서 특수효과상을 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
공전>처럼 IP소설의 영향에 따라 메타 서사화 되고 있

는 선협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

다. 따라서 다음 단락에서는 주로 세 작품 각각의 미
장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서유기류 선협

영화의 영상미학 공간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4. 선협영화로서 서유기류 영화 선협공간 분석

미장센(miseenscene)은프랑스어로장면화를말하며

사건을무대화하는것을의미한다. 처음엔연극연출기법

이었으나 영화학자들이 의미를 확장시켰다.[15] 지금은

감독이 영화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는 기법과 양

상전체를포괄한다. 즉세팅, 조명, 의상, 세트의배치, 조

명, 연기 등의 컨트롤을 통해 감독들은 촬영할 수 있는

사건을재연한다." 이렇게미장센은감독의영화연출전

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플롯(plot)이 영화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기법

(storytelling)이라면， 미장센은 그 이야기를 시각화하

는 기법(visualizing)이다. 이런 시각화 기법은 사람들에

게 내용에 공감하고 영화에 몰입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

향을준다. 특히, 선협작품에서는환상적인선계혹은마

계의 공간 및 시공을 초월하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 미장센에 대한 치밀한 구상이 더욱 요구

된다. 그래서 성공한 선협영화는 스토리텔링에 있어 무

협영웅서사라는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시

각화에있어서는시대에따라큰변화를보여준다. 곧, 선

협영화에 있어 인물·성격·장소·분위기 등의 성공적인 융

합은최종적으로미장센으로드러나기에, 미장센분석은

선협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 작품이 시각화에 어떻게 성

공하고있는지이해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다. 특히

미장센의 분석 중 공간은 영화 감독이 이야기를 전달하

기 위하여 창조한 장소이다. 장르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

가 달라지고 이것은 장면을 다르게 만든다. 대다수 공간

예술이 구성을 통해서 사건의 형체를 표현한다. 영화도

공간예술로써화면의구조, 색깔의조화등을통해서사

의한축을담당하게하고있다.[1６] 때문에영화의장르

에따라영화속공간의구성이결정된다. 현실에존재하

지 않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선협영화에서 공간은

상상 속 공간의 재현이기에 영화의 분위기를 통해 장르

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먼저 <대화서유>(1995)에서는 현실적인 공간과 판
타지 세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영화속 장소는 인간

이 실제로 활동하는 현실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중요한 장소로 반사동(盘丝洞)
이 나오는 데, 반사동은 오악산(五岳山)아래에 있는 동

굴로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손오공 지존보가 운명적

인 여인 자하신선을 만나게 되는 장소이다. 때문에 신
선이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지존보가 마주하는 장소

인 반사동은 현실적 공간인 동시에 비현실적 공간이기

도 하다. 다음으로 우마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인간
세계와 비슷한 도시로 형상화 되었다. 우마왕과 그 가

족들이 살고 있는 요계 사회가 중국 고대도시의 모습

을 차용하여 표현되었다. 요계 사회가 표현된 도시 공
간은 그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욕망이 유사성을 같이하

고 있음을 암시한다. <정전대성>(2006)은 <반지의 제

왕>과 <해리포터>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블록버스
터 열풍이 시작된 이후에 제작되었다. 따라서 선진 영

상제작 기술의 도입으로 판타지 공간으로 선계와 요계

가 인간계와 뚜렷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요계가 선계보다 더욱 아름답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사차성(莎车城)의 인간계는 화려한 궁전과 서역인들이

춤을 추고 축하하는 축복의 공간으로서 가장 화려하고,
요계는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선계는 가장



21세기 중국 선협영화의 발전 및 그 공간 미학 연구 - 서유기류 작품을 중심으로 119

딱딱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각각 묘사된다. 청록색의
수면과 멀리 산이 보이는 폭포수 및 선협영화에서 필

수적인 기화이초가 추가되어 요계를 구성하며 신비롭

고 몽환적인 느낌을 선사했다. 악한 거미 대마왕에 대
적하는 당승을 구하고 보살피는 요계마을은 <반지의

제왕>에서 나타나는 호빗족이 사는 마을과 같은 모습

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선계는 신선과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곳이지만 모든 것

이 구름 위에 지어져 있으며 회색빛으로 어떠한 장식

도 없이 돌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들의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공전>(2017)에서는 서왕모가 사는 천상계와 화과산

으로 대표되는 인간계의 두 공간이 그려진다. 천상계
는 신들이 사는 곳으로 엄격한 위계질서와 천명을 받

드는 서왕모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구름위에 중국식

전통 궁궐이 지어져 있으며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역시 <정전대성>에서

와 같이 위선으로 가득 찬 신=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

상이다. 반대로 화과산은 손오공의 고향으로, 수백년
전 서왕모가 마왕의 제거를 빌미로 화과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때문에 암흑 속에서 구름요괴의 핍박을

받으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서로 상
반된 이미지의 두 공간 사이에서 손오공은 복수를 위

해 천궁에 가서 소란을 피우다 감옥에 갇힌다. 천계의

지하감옥은 지옥과 같은 형상으로 천계의 명령을 따르
지 않으면 벌을 받는 아수라의 공간으로 형상화 되었

다. 기득권에 의해 억압당하고 부당함에 직면하는 공

간이 된다.
1990년대, 2000년대, 최근까지 서유기류 영상에 보이

는 선협공간 모습에서 주목할 것은 <대화서유>애서는

주요공간으로서 동굴, <정전대성>에서는 호수, <오공
전>에서는 지하감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변화된 공간은 각각의 선협 주인공이 능력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서유기류 영화의 서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유기류 영상의 선협공

간은 인간계와 요계, 요계와 신선계, 천계와 인간계로

대립적인 공간으로서 톨킨이 제시했던 환상적인 제2의
공간(Middle Earth)의 모습과 닮아있다.[1７]이는 <반

지의제왕>의 영향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쳐 적극적으

로 톨킨의 세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
협에서 주로 나타나는 산, 사막, 동굴, 초원 등 자연환

경을 중심으로 하는 강호세계와 함께 중국적인 모습과

함께 중첩되어진 세계를 보여준다.

5. 결론

선협장르가 인기를 끌며 서유기류 영화가 오늘날 생산

되어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중국 서유기류 영화의 지속적인 유행과 발전은 21세기

중국이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IP 영상 산업의 발전

및 서구 판타지 장르의 영향아래 중국영상 산업의 변
화에 있다. 선협 (무협+ 판타지) 장르의 탄생이란 문화

현상은 서구의 판타지와 전통적인 중국의 고전이 경계

를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원천 서사 스토리텔링을 확장하고, 캐릭터를 풍

부하게 하며 환상적인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

냈다.
중국 서유기류 영화의 지속적인 유행과 발전을 가

능하게 또 다른 요인으로 “장르의 혼종화” 를 주목하

고자 한다. 오늘날 장르의 혼종화는 앞서 언급한 무협
과 판타지의 결합과 같이 선협장르로 나가가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무협과 판타지라는 영상 내적 장

르를 넘어서서 인터넷 플랫폼에도 적용되고 있다. 인
터넷 소설,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매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각각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외적 혼종도 창

작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IP 산업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 IP산업

의 모습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개인

의 독창적인 예술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
시대의 창작과 소비, 비평 행위는 언제나 장르, 즉 유

사한 수많은 작품과 그를 창작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집단의 활발한 토론과 피
드백을 통해 완성되는 인터넷 IP소설을 기반으로 한

선협장르는 중국 청소년 집단의 사고를 대변하면서 주

도적으로 원천 서사를 스토리텔링을 확장시키고, 캐릭
터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

현대적으로 재탄생 시킨다. 이러한 외적 혼종을 통해

원작 서유기류 세계에서는 본 적이 없는 현 시대 정신
을 내포하고 있는 영웅이 그려진 선협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서유기류 영화가 사회의 변화를 수용

하여 변형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선협장르를 발전
시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서유기류가 재창조될 것임

을 암시한다.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국의

영화산업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변화
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VR과 합쳐져 VFX기술을 넘

어서는 새로운 영화의 등장을 예고할지도 모른다. 시

간과 역량의 한계로 본고에서는 선협영화의 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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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으로서 서유기류 공간 영상미학의 변화를 다루었
지만,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에 대해 거시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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