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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적 요소는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

위한 영향을 끼쳤다. 세계의 많은 영화들이 중국적 요소

를 등장시켜 관람을 유도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중국 영화에서의 중국적 요소는 더욱 중

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중국 영화들이 중국적 요소

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이머우 감독의 

초기 영화에서 나타난 중국적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중국 영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중국적 요소의 변질을 방

지하고자 한다.

Ⅱ. 중국적 요소의 정의

  중국적 요소는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에서 탄생한 

여러 사물과 정신이다. 우열의 구별이 있기는 하나, 우수

한 중국적 요소는 대다수의 중국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

다. 화하(华夏)민족의 전통적 문화 정신가 응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존엄성, 민족의 이미지, 기호와 풍

속 등을 반영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전

통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두 중국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와 중국적 요

소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적 요소는 

중국인에 의해 계승된 중국의 인문정신, 민속, 국가관 등

이며, 이는 특정 영역에서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있

다. 또한 중국적 요소에는 도덕관념, 사상의식, 가치체계, 

생활습관, 건축, 예술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영화에서 사용되는 중국적 요소

  중국적 요소는 영화의 표상 아래 숨겨져 있는 전통적

인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은 영화의 제작에서 매우 광범

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외의 영화에서도 중국적 요소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감독들은 

단지 영화의 상업적 가치를 위해 이국적 장면 등으로 활

용한다. 때문에 중국 문화의 속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서양의 가치관이 표현

되는 것이다. 중국적 요소가 단지 하나의 소재로써 사용

될 뿐이다.

  이러한 ‘차이나 붐’이 영화에 끼치는 영향은 양날의 검

이다. 중국이 세계와 소통하게 하지만,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적 요소가 영화의 창작에 타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독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적인

  요소를 적용한 작품 중에는 이를 탁월하게 적용하여 

호평을 받는 작품들도 많다. 예를 들어 <어광곡. 漁光曲. 

渔光曲. Song of the Fishermen. 1934>, <홍등(大红灯
笼高高挂 : Raise the Red Lantern)>, <영웅 (Hero, 

2002)>, <귀주이야기 (秋菊打官司）1992 장이모우>, <갑

방을방 甲方乙方 The Dream Factory>, <외국영화 黄土

地> 등이다. 이상의 영화들은 주제와 소재에서 중국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적용, 배치하고 있다.

Ⅳ. 장이머우의 영화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

  장이머우(張藝謀)는 중국에서 유명한 감독으로, 중국

적 요소가 없는 영화는 절대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이머우의 특징은 바로 중국적 요소를 바탕으로 

영화 속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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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중국의 오랜 역사는 영화 제작에서도 중요한 소재이자, 기반이다. 실제로 세계 시장을 향한 전통적 소재의 영화가 다수 제작되

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영화 속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중국 영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럼으로

써 깊은 문화의 유산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

이머우(張藝謀)의 초기 영화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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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독특한 시각으로 중국

의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하기에, 그의 영화에는 민족 전

통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대표적으로 <홍등(大红
灯笼高高挂 : Raise the Red Lantern)>에서는 중국적 요

소인 홍등, 붉은 치파오, 사합원 등의 중국적 요소를 활

용하였다. 

▶▶ 그림 1. <홍등(大红灯笼高高挂 : Raise 

the Red Lantern)>

  전통적인 의미에서,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며, 뜨겁

고, 열정적이다. 이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때문에 결혼식 등에서 붉은 초롱을 매달아 축

하하기도 한다. 또한 붉은 초롱은 성욕의 상징하기도 한

다.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성을 상징하는 붉은 초롱

은 첩에 대한 총애의 상징이기도 하다. 치파오도 중국 여

성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상이다. 전통은 일반적으로 

봉건주의, 보수적, 폐쇄적 등을 떠올리게 한다. 때문에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합원도 황하 유

역의 유서 깊은 건물이다. 전형적인 목조 건축물로서 중

국의 전통건축을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중국적 

요소를 통해 봉건계급의 억압, 인간성의 일그러짐, 인물 

간의 애증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중국적 요소는 특색이 있고 범위도 매우 넓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보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영

화의 창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영화계의 큰 과제

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자는 장이머우의 초기 영화에서 

등장하는 중국적 요소를 분석하여 중국적 요소가 세계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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