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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때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Where should Korean cinema stand in terms of its glob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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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치적으로 볼 때, 한국은 현재 북한과 남한이라는 분단 현실에 놓여있고, 북한은 제 2세계로 분류되어져 왔지만, 경제적으로나 지

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현재 제 3세계로 간주되어가고 있다. 비록 이런 논의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은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중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있다고 본다. 소위, 서방과 태평양의 언저리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영상연구방법 중 질적방법론의 사례분석과 문헌연구(한국민족영화운동(Korean National Cinema Movement (1980~1990)

의 문헌연구)를 통해 제 3세계 영화, 비(非)서방(Non-Western) 영화들, Third Cinema 와 같은 용어들을 현대 동아시아(East 

Asia) 영화들을 특별히 한국영화에 적용하여 그 용어와 의미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는, 글로벌 시대에 모든 영화들이 국적(이념)에 따라 구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견지에

서 동아시아(한국)의 영화는 반드시 재(再)평가 되어야하고, 제 3세계, 비(非)서방(Non-Western), 제 3세계 영화의 영역에 조심스

럽게 재(再)위치해야 할 것을 재(再)조명하고 있다.

I. 서론 

  이번 연구에서는 제3세계영화이론에 입각하여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국영화의 현 위치를 살펴보

고 왜, 재(再)위치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의와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주로 한국민족영화운동(National Cinema 

Movement)과 제 3세계 영화에 관한 동시대의 한국 영화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영화의 지정학적 위치 

  제 3세계 영화들의 식민지전 연구 자료와 협의들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몇몇 적은 중동의 국가

들, 인도, 그리고 카리브 해안의 영화들에 그 초점을 맞추

어 왔었다. 그에 비해 동남아시아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소

홀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한국 영화는 최근까지

(임권택 감독, 박찬욱 감독,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제외 하

고는..) 전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로서 간주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한국 영화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2. 1980년대의 한국민족영화운동

  1980년대 동안, 가장 창조적인 영화들을 소개하자면 몇

몇은 소위 ‘새로운 한국영화’라고 불리는 장선우<천국의 

맛>(1986), 박철수<칠수와 만수>(1985), 신승수<수탁> 

(1987), 그리고 임권택<만달라>(1981)와 같은 영화들을 말

한다. 그들의 영화들은, 고립된 전형적인 특성들로부터 사

실주의에 대해 깨뜨리려는 선구자들이다. 그 영화들의 제

작소들은 한국영화 안에서 제 1세계영화의 지배적인 언어

와 영화관습들에 대해 저항하고 변화한다.

  특히, 두 명의 영화 제작자(장선우와 박광수)는 그들의 

작품경력이 1980년대 초반 민족영화운동에 종사할 때부터 

시작되었고, ‘민족영화(National Cinema)’라는 말은 “새로

운 영화를 위해서”라고 불리는 1983년 서울영상집단에서 

출간한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민족영화의 중점은 지배

적인 영화산업들의 강압적인 복종과 제 3세계영화의 혁신

적인 이론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함이다. 주

진숙은 한국영화 역사에서 민족영화운동(National 

Cinema Movement)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들을 그녀의 

발간된 한국영화에 대한 책에서 요약한다. 그것은 1)선전

과 선동 2)민족문화의 창조 3)민주주의의 분배체계 4)검열

로부터의 자유 5)영화제작 노동 상태의 개선이다.

  또한 민족영화운동(National Cinema Movement)은 

몇몇 대학의 기초 영화모임(영화집단)을 통해 퍼진다, 

그리고 그들은 8mm와 1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화들

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민족영화운동(National Cinema 

Movement)은 기록, 작업, 계획과 삶의 의미였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그 관계들은 헐리우드 영화라

고도 불리우는 “제 1세계 영화”와 충무로(한국의 주요 영화 

산업)에서도 드물게 찾아진다. 그것은 노동결합 지도자들, 

영화학도들, 그리고 도시의 하류층들에게 영웅적인 의미

로 표현되어졌다.

  그러나, 민족영화운동(National Cinema Movem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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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영화는 정부의 잔혹한 압박과 최고의 지식인들, 

상류층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영화 제작

자들의 대부분은 그들만의 그룹으로 남겨지고 충무로로 

갔다. 그러나 민족영화운동(National Cinema Movement)

은 한국영화와 참여자들에 의해, 후에 활동적인 한국영화

의 구성원들, 영화학자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로 양성되

었다.

  

3. 제 3세계영화와 한국영화의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민족영화의 계

속적인 법칙을 재고(再考)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싱

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제 3세계에서 제1세계 경제 

영역으로 이동했고(여전히 논쟁 중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세계 3위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제 3세계 영화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5, 6세대 중국 영화들은 현재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의 

자금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고, 제 1세계의 국가들에서 상

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Hsiao-hsien Hou 은 상당한 양의 

작품을 일본의 거물급 스튜디오인 Shochiku 와 함께 제작

하였고, Ming-liang Tsiai는 오랫동안 프랑스 프로덕션과 

일했다. 김기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미국 

영화시장에서 2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그의 최근 영화

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프로덕션으로 부터 제작 

지원 되었다. 

  이러한 국적을 초월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민족영화의 

전통적 개념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방(Western) 

혹은 비(非)서방(Non-western) 영화의 사이의 정의가 흐

릿해져 왔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본질적, 그러니까 ‘동질의 

모델(model of homogenizing)’에 집착할 수 없다. 그 대

신에, 우리는 개별영화와 단일 민족영화를 보다 심층 있게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글로벌 시대에 모든 영화

들이 국적(이념)에 따라 구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

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동아시아(한국)의 영화는 반드시 

재(再)평가 되어야하고, 제 3세계, 비(非)서방(Non-western), 

제 3세계 영화의 영역에 조심스럽게 재(再)위치 해야 할 

것을 재(再)조명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Isolde Standish, “Korean Cinema and the New 

Realism: Text and Context” in Wimal Dissanayake 

ed.,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Asian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1994), p. 

119.

[2] 주진숙, 민은진, 곽한주, 한국영화역사: 저항과  민주운

동(웨스트포트: 프레저, 2003), p. 76.

[3] Hyangjin Lee, Contemporary Korean Cinema 

-Identity,  Culture, Politics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0), p. 16.

[4] 김종원, 정중현, 우리영화 100년(효남, 2001),   p. 245.

[5] 임정택, 신양섭 『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 가』(연세대

학교 출판부,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