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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영상산업의 사례

이응철

1)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사회의 각종 행위들, 

경제와 정치, 문화 행위들, 심지어 정부의 행위까지 자본과 시장의 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가 1990년  중국의 사상적·문화적 상황

을 이해하려 할 경우,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한 이해가 필

수적이다(왕후이 2003: 39).” 

1. 들어가며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중들이 집단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화라는 기계적 장치가 처음 소개되고 바로 다음 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도 화가 상 되었다. 1905년에, 비록 경극(京劇) 한 

*  한 문장이라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 써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신 심사위원들

의 유익한 논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나 잘못된 해

석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책임이다. 

** 안양 학교 교양학부 연구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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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을 고스란히 필름에 옮기는 작업이기는 했

지만 처음으로 중국인에 의해 ‘ 화’가 만들어진 후 시간이 흘러 2005

년 중국 화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1) 지난 100년 동안 중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그에 맞물려 이루어진 현 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

의 화와 상 산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 고 지금도 그 방향을 가늠

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 글은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개혁개방’ 이 

용어는 정부의 공식 담론이나 인민들의 일상 속에서 아직까지도 중국의 

거의 모든 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관용어

(idiom)’ 혹은 ‘수사(rhetoric)’로 사용된다 의 역동적 과정 속에 위치

한 중국의 상산업을 통해 현  중국 사회의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하려

는 시도이다. 상 산업은 국가와 시장이 끊임없이 만나는 역이며 

화는 중문화의 다른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권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상 

산업을 국가와 시장의 교차지점에 놓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

신의 통제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 되고 

있는 시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정부의 다양한 입장과 중국 상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가, 인민, 자본주의, 사회주의, 근

화, 전통 등의 다양한 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  중국 사회의 일면을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상하이

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화가 상하이에

서 상 되었고 이후 중국 화계에서 나타난 일련의 중요한 일들이 부

분 상하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상하이는 중국 화의 역사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李亦中 1993:1-2). 한 예로 1920년  중반 

1) 중국에서는 전통 그림자극(皮影戱)의 향을 받아 화를 처음에는 서양 그림자극(西

洋影戱)이라고 불 다가 이후 전기를 이용한 그림자극이라는 의미의 ‘전 (電影, 

dianying)’으로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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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는 화 회사 175개 중 141개가 상하이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화 산업에서 상하이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Zhang 1999:30). 중화

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최근까지도 상하이는 중국 화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상하이는 중국 유일의 국제

화제[上海國際電影節]를 개최하고 있으며 화 행정 방면에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화진흥위원회 

2001:175). 연구자는 상하이에서 20부작 텔레비전 드라마 촬 , 한중 합

작 화 촬  현장 등에서 스태프(staff)로 활동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수

시로 만나면서 현지조사를 수행하 다.2) 상물 제작현장과 같이 일시

적으로 구성되었다 해체되기를 반복할 뿐 아니라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한 연구는 고전적인 인류학

적 방법만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과 상황에 

해 일관된 문제의식에 기반한 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3) 따라서 

연구자는 두 작품의 제작 과정에 한 참여관찰 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

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중국 화를 둘러싼 다양한 실천

2) 한국에서는 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주체와 참여인력이 거의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심지어 뮤직비디오와 광고까지 각각의 분야에 참여하는 인

력과 제작 단위들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일이 있고 시간이 맞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가 중국의 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화산업 신 ‘ 상산

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화[電影, dianying]와 텔레비전[電視, 

dianshi]을 합쳐 상[影視, yingsh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다. 

    연구자가 참여한 드라마는 <아름다운 경계(美麗邊緣)>라는 제목의 20부작 드라마로 

전롱 상집단(眞龍影視集團)이라는 작은 상물 제작회사, 공안국 화성 음반 상 출판

사(公安局華盛音像出版社,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공안국이 출자한 음반 상제품 

제작사이다), 광시 필름스튜디오(廣西電影制片廠, 이곳은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약 30만 위안을 받고 촬  허가증을 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등 세 곳이 공동으로 

제작하 고 연구자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촬  종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 다. 또한 

연구자가 참여한 화는 한국의 한 프로덕션과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上海美術

電影制片廠)가 합작의 형태로 만든 화이다. 조사 당시 이 화에 한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제작자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화<A>라고만 언급할 것이다. 

3) 이기중은 상업 화 제작과정에 한 연구를 하고자 했으나 촬  자체가 무산되는 경

험을 두 차례나 하게 되어 결국 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2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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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담론들, 화텍스트 등에 해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 다. 

2. 이론적 배경과 문제제기

중국 상산업의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고 이미 1980년  중반부터 

중국의 화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지만 그에 한 

학문적인 관심과 연구가 등장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상 매체와 

그 산업적 특성에 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분 경제적인 향력과 

파급 효과, 전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혹

은 중국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예술적 특성과 미학, 화가 

보여주는 내러티브의 기술(記述)과 분석이라는, 소위 ‘텍스트 분석’에

만 치중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전자의 경향은 시장경제의 물결과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이라는 큰 ‘위기’ 안에서 중국 상산업의 현

황을 단순히 보여주거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경쟁에 한 두려움을 드러

내는 중국 내부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오리엔탈리

즘과 근 성, 지구화, 젠더, 노스탤지어 등의 개념으로 무장한 서구학자

들의 저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4) 이와 같은 연구들은 거시적인 전망

과 지표를 근거로 산업 전반에 한 포괄적인 논의만을 전개 하거나 미

학적 분석에만 몰두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국 화와 상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행위를 분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다양성에 한 설명과 해석을 보여주지 못한다. 

중국 사회 내부의 역동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중국 사회가 동질적이

고 단일한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지

적하려는 시도는 이미 80년 부터 등장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국가와 

4)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 張正焉·孔岩·尹少文(2001), 張震欽·楊遠嬰(2002), 金冠軍·鄭涵

(2003)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성향을 보여주는 연구들로는 쵸우(2004), Berry 

(1991), Browne, Pickowicz, Sobchack, Yau(1994), Lu(1997), Zhang(200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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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Harding 1984; Migdal, 

Kohli, Shue 1994; Perry 1994 등). 초기의 표적인 연구들은 국가와 

사회 양자를 매개하는 중간 간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hue 

1988; Oi 1989; Siu 1989 등). 초기의 연구들이 국가와 사회의 접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국가의 의도와 사회의 입장이 항상 

일관된 방향과 방식으로 순조롭게 마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

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 양자가 각기 어느 정도 단일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국가-사회 관계를 공간적/행정적 구

획의 기초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국가와 사회의 관계

를 중앙과, 촌락 수준의 지방 사이의 관계로 환원시켜 설명함으로써 결

국에는 리인의 정치적 입장과 역할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  중국, 특히 도시의 경우는 이와 같이 행정체계와 행정조직의 

이접(disjunction)만을 통해 국가-사회의 관계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행정 체계 내부의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역에서 국가와 인민의 입장이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은 차원이든 끊임없이 만나고 교행(交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국가가 경험되는 공간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및 기층 사회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사회의 공간 역시 인민

의 생활 세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공간은 

분명하게 상호 배타적으로 경계지어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가 함께 만남

으로써 성립한다(김광억 2002:27).” 

국가-사회의 관계와 중국의 ‘시민사회’ 담론에 관한 연구들은 이후

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 최근에는 이에 한 소모적인 

5) 예를 들어 중국에 시민사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해 논의한 연구(Solinger 

1993), 중국 사회 안에서 시민사회에 한 담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천안문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를 논의한 연구(Ma 1994), 국가와 사회 어느 한

쪽이 향력을 확 하면 다른 한쪽의 향력이 축소된다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사이에 제3의 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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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보다는 오히려 양자의 관계가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미시적 역들

에 한 서술과 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의 내적 다양성과 이질성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종족 이

념의 실천이 국가와 맺는 관계에 한 연구 및 공식 역과 비공식 역 

사이의 긴장 관계에 한 분석(김광억 1993, 1996, 2000), 각 급 정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언급함으로써 국가 혹은 정부 역

시 단일한 실체가 아님을 보이거나 사회 내부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그것

이 국가의 다양한 층위와 맺는 연계의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정재호 

2001; 정종호 2000, 2002, 2003), 중국의 도시 공간 내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역들에 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변화 뿐 아

니라 중국 사회의 내적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Davis, Kraus, Naughton, Perry 1995; Perry, Selden 2000; Chen, 

Clark, Gottschang, Jeffery 2001;  Link, Madsen, Pickowicz 2002 등). 

중국에 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의 목록은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

나 많은 연구들이 중국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되

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단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에 한 묘사적 서술에서 멈추는 경향으로 인

해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국가-사회관계에 한 논의들, 중국 상산업에 한 논의들의 

연장선 위에서, 개혁개방기의 중국 상산업이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매우 중요한 역이지만 초기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분법적 관

계, 즉 한쪽의 향력 확 는 다른 쪽의 향력 축소를 가져온다는 제로-

섬 게임으로 보거나 혹은 다양한 ‘국가’의 층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논의한 연구(Huang 1993) 등이 있다. 필립 황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제3 역을 상정

함으로써 양자의 권력 관계가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

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모

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 역’이라는 그의 개념은 제한적인 의

미에서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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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층위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상업 화 및 드라마 제작 과정에 한 연구가 거의 없고 특히 

중국 상산업에 해서는 더욱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 

상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제작 환경 및 과정에 해 보다 풍부한 민족

지 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촬 팀 내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위계에 한 관념 역시 다룰 필요가 있지만 지면의 한계

로 이글에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고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6)  

3. 영상산업과 국가의 역할

1) 국가의 통제7) 

중국 상산업은 1920, 30년  민  화사들이 거 등장하고 사람

6) 중국 화와 상산업의 역사적 흐름 및 산업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

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종희(2000), 크라머(2000), 화진흥위원회(2001), 후지이

(2001), 루홍스·슈시아오밍(2002), 양 균·문옥표·송도 (2004), 박희성·정지현(2005), 

程季華(1998), 尹鴻·凌燕(2002), 王曉玉(2003), 徐光春(2003), 葉郞(2004) 등.

7) 상물 제작을 담당하는 주체들과 일반 인민들이 국가와 조우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기구로 표되

는 ‘실체’와 면하는 방식으로 검열, 심의, 행정처분 등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실천적 힘을 갖는 담론에 노출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법규 뿐 아니라 신문, 

뉴스 등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역, 관료나 관방 학자들의 논의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김광억은 지금까지의 국가-사회관계의 연구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

부, 군 , 당을 포함한 다양한 공권력의 집행기구 혹은 국가기구, 그리고 그것의 리

자로서의 관료와 당간부에 의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공적 담론과 규정과 

법제도와 그리고 공권력에 의하여 인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힘과 그 실천의 공

간을 국가 역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란 국가에 립되는 개념으로서 농민, 

노동자, 그리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주변화된 지식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인민에 의하여 

실천되고 표현되는 비공식적인 제도, 관행, 관습, 욕구 등으로 이루어진 생활 역을 

의미한다”고 한다(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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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근 적인 오락거리’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

렸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에는, 인민 생활의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향을 강하게 받아 국가와 당을 위한 선전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었다(顔純鈞 2000 참고). 문화혁명기

에는 극도로 억압되어 1966년부터 1973년까지 극 화가 한 편도 생산되

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서서히 화가 ‘사업’이 아닌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중국 상

산업은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은 단지 그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던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증가

하는 방향으로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가 되면서는 

부분의 역에서 시장 경제의 논리에 입각한 경쟁이 적극 장려되었는데 

2005년 4월 국무원이 비공유 자본이 문화산업에 진입하는 것에 한 

약간의 결정(關于非公有資本進入文化産業的若干決定) 을 발표하여 중

요한 특정 부문을 제외한 여러 문화산업 부문에 민간 자본이 높은 비율

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준 것 역시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산업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아직도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율성의 확 라는 것도 이전의 마오쩌동

(毛澤東) 시기에 비해 상 적으로 확 된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상산업은 국가 라디오, 화 및 텔레비전 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

總局, 이하 광전총국)과 문화부(文化部) 두 국가 기관이 주관하고 있는데 

각종 개혁 정책들이 민간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민간 역의 자율성 

확 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국과 필름스

튜디오는 부분 국 으로 운 되고 있으며 민간 화사 몇 곳이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화이슝디 화업유한공사(華

誼兄弟影業有限公司) 한 곳을 제외한 다른 화사들은 인력과 자본에서 

국가와 민간 부문이 결합한 형태이다.8) 또한 배급과 상 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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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극히 일부만 민간과 외국 자본에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광전총국이 발표한 ‘320호 

문건’에 따르면, 배급과 상 의 역에서 주식제의 시행을 허용했지만 

배급회사가 주식제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국유자본이 주식을 통제하는 

조건하에서 중국 내 비국유 자본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배급의 단계에서 국가의 향력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국가

의 자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급의 완전한 자율화가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다.9) 

화와 드라마 제작과 배급, 상  등의 모든 절차와 조건은 화관

리조례(電影管理條例) (이하 조례 )를 포함한 수많은 법규와 규정, 문

건에 의해 정해진다. 화와 드라마의 제작·배급·상 , 외국 제작사와의 

합작, 외국 화나 드라마 수입 및 자국 작품의 수출 등 관련된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0) 한국에는 ‘지하전 (地

下電影)’ 혹은 6세 로 알려진 자장커(賈樟柯), 왕샤오솨이(王小帥) 등

이 최근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활동 금지 명령을 받거나 그들의 화를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상 할 수 없었던 것도 제작, 배급, 상 , 외국 

화제 참가 등 부분의 활동에서 조례 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

8) 최근의 민간 화사와 관련하여서는 中國電影家協會(2005) 참고.

9) 국내 화의 배급은 1993년까지, 외국 화의 배급은 2003년까지 중국 화공사(中國

電影公司, 현재의 중국 화집단공사(中國電影集團公司)) 한 곳이 독점하고 있었다. 배

급 제도의 개혁에 해서는 葉郞(2004:67-74, 90, 117)을 볼 것.

10) 광전총국 홈페이지(www.sarft.gov.cn.)에서 관련된 법규 및 규정들을 볼 수 있다. 

조례 는 모두 6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중 16개 조항이 직접적으로 ‘허가

증’에 해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까지 포

함하면 조례 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에 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중국 화산

업 전반에 해 ‘허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제5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국가

는 화의 촬 , 수입, 수출, 배급, 상 과 화의 공공상 (公映)에 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화의 촬 , 수입, 배급, 상 활동

을 할 수 없으며 허가증이 없는 화에 해 수입, 수출, 배급, 상 을 할 수 없다. 

본 조례에 의거하여 발급된 허가증과 비준 문서는 임 , 여, 판매 및 기타 어떤 형

식의 양도도 할 수 없다.’ 조례 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양 균 외(2004:14-24) 참

고. 또한 조례 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적 해석에 해서는 史敏·劉建中·朱虹(2002)

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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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화와 드라마는 제작 허가증( 화촬 허가증(攝

制電影許可證)과 드라마제작허가증(電視劇制作許可證))이 있는 단위만

이 제작에 참가할 수 있다.11) 제작 허가증이 있는 단위는 상물 촬 을 

시작하기 앞서 본이나 시놉시스(synopsis)를 정부에 보내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심사를 받은 후 통과하면 제작에 착수한다. 완성된 프린트에 

해서도 본과 함께 다시 한 번 심사와 검열을 거쳐야 배급, 상  허가

를 받을 수 있다. 배급과 상  허가가 나온 작품에 한해 배급이나 상  

사업 허가를 가진 단위가 배급, 상 할 수 있다. 

심의와 검열의 존재, 제작·배급·상 의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허가

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은 제작자나 방송국에 상당히 큰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국 드라마 < 장금>의 

경우도 후난(湖南) TV가 여름 방학에 맞추어 방송을 하려 했던 것인데 

정부의 허가가 늦어져 9월이 되어서야 방송을 시작하 다. 또한 현재 

중국에는 화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과도한 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의 심의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작자 스스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배급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출이자의 부담

이 가중되며 자본회수가 늦어져 경제적으로 막 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가 참여한 드라마 <아름다운 경계>의 경우에도 마약 범죄

에 반 하는 드라마이고 합작 파트너 중 하나가 중국 공안국 소유의 회

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약이 많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처음

에는 촬 이 불허되었다가 몇 차례의 재심 끝에 겨우 제작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가가 상산업에 개입하는 또 다른 모습은 매년 초 광전총국이 

11) 현재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다: 화의 경우 국유제작 단위 

36곳, 1회 제작 허가증(攝制電影許可証, 單片)을 가지고 있는 국유 단위 22곳(주로 방

송사), 1회 제작 허가증을 가진 민  기업 187곳(그 중 활동을 하는 곳은 10곳 내외)

이다(박희성 외 2005:17). 2003년 현재 드라마 제작 허가증은 갑종(甲种)과 을종(乙种) 

각각 120, 187개 단위,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  허가증(廣播電視節目制作

經營許可證)은 886개 단위가 가지고 있다(上海電視節組委會·央視-索福瑞媒介硏究 

2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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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는 전국 창작자 회의이다. 화와 텔레비전 부문이 따로 개최되지

만 양자의 성격은 매우 유사해서 한 해의 정책 방향과 노선을 제시하여 

창작 방향을 정하고 각 제작사들의 계획과 기획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경계> 제작주임인 자오통광(趙桐光) PD나 광전

총국의 최승호 비서에게 이에 해 물었을 때 두 명 모두 ‘이 회의를 

통해 개별 제작사들이 하나의 주제에만 몰리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

는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요

지의 이야기를 했다.12) 그러나 이런 언급은 사실 최근 정부가 ‘선전’하

는 방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정부의 표면적인 입장은 시장 경제에 입

각하여 시장에 의한 완전 자율적 경쟁과 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데 중앙 정부가 회의를 통해 시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는 시장에 의한 조정을 주장하지만 그에 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버

릴 수 없어 ‘시장의 안정’을 위한 큰 틀에 한 조정자 입장을 떠안으면

서 개별 제작자들에 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시장 경제와 국가: 공모 관계

국가의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현재 중국

에서 조우하는 장(場)은 시장/경제의 역이다. 이 장 안에서 서로 타협

하거나 혹은 상 의 위치와 향력을 알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묵인하는 

‘공모관계’를 만들어낸다. 국가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개혁개방 이

후 각종 개발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것(김종범 2000: 

183-220)이나 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에 특정 기업의 자본을 유치하

기 위해 법규를 바꾸고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한 사례(Fu 2002)에서 볼 

12)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한 종류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그와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2년 전국에서 방 된 드라마 중 범죄 드라마(涉案

劇)가 16.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생활 드라마(普通百姓劇)가 12.5%이

다(上海電視節組委會 외 2004:52). 연구자가 참여했던 드라마 <아름다운 경계> 역시 

마약과 관련된 범죄조직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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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국가는 통제권을 여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장에 깊숙이 참여하는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다. “중국의 

개혁은 시장화와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국가를 재정의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국가)의 역할은 경제와 사회와의 관계에

서 급격하게 변화하 다(Fu 2002:113).”

상산업의 역에서도 국가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행위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는 중국 화를 세계에 알린 5세  감독 장이머우(張藝謀)의 < 웅(英

雄)>과 <연인(十面埋伏)>에 한 국가의 ‘비호’일 것이다. < 웅>이 

2002년 12월 중국에서 개봉했을 때 부분의 방송 매체와 언론에서는 

< 웅>에 관한 특집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분위기

를 몰아갔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 개봉했던 한국 화 <무사>는 중국 

화인들 사이에서 더 좋은 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전혀 할 

수 없어서 흥행에 실패 하 다. 연구자가 2002년 12월 27일 상하이의 

멀티플렉스 중 하나인 용러 화성(永樂電影城)에 갔을 때 전체 11개 스

크린에서 모두 < 웅>을 상 하고 있었다. 모든 스크린에서 < 웅>을 

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보러 온 관객은 10분이나 20분만 기다

리면 바로 화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객의 선택권은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배급과 상  역시 허가제로 운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

다. <연인> 개봉 당시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 웅>과 마찬가지로 

<연인> 배급시에도 불법 DVD에 한 특별 단속이 있었다. <연인>의 

상 이 시작되고 2주 동안 개봉 화가 없어 거의 부분의 스크린에서 

<연인>만 상 되었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외국 화 수입을 중지시키

기도 하 다(박희성 외 2005: 29-30). 

외국 자본의 편의를 위해 위법 사항에 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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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있다. 2001년 상하이에 문을 연 코닥시네마월드(柯達電影世界)

는 상하이 상 집단(上海影視集團公司)과 코닥이 합작한 극장인데 이 

합작 사례의 법률적 근거는 2000년 10월 25일 발표한 외국인의 극장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이다. 2004년 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는 것이 가

능해지고 상하이 등 7개 지역에서는 외국의 투자 비율이 75% 한도 이내

로 허용되었지만 그 이전의 규정에서는 외국 회사의 이름이 병기될 수 

없고 자본 비율도 49% 이내여야 했다. 그러나 코닥시네마월드는 코닥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코닥’이라는 이름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박희성 외 2005: 

71-77). 

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정

부의 노력은 원선제(院線制)에 한 입장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원선제라는 것은 하나의 배급 주체와 다수의 상 관이 자본이나 계약을 

통해 하나의 브랜드로 결합하여 화의 배타적, 독점적 배급·상 을 보

장하는 제도로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36개의 원선이 성립되어 있다.13) 

국가는 화기업 경 자격에 한 임시규정(電影企業經營資格准入暫

行規定) 등을 통해 원선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에 한 정부의 논

리는 배급단계를 합리화하여 ‘우수한 화’들이 효율적으로 배급·상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 한 독점적 배급권의 인정은 

거  자본이 ‘상품성’을 인정한 상업 화와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 

화’들은 보다 쉽게 배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신 소규모 자본으로 

만들어진 화들이나 비상업 화의 배급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는 단

점이 있다. 즉 화의 상업화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다양한 화

들이 만들어지거나, 혹 만들어지더라도 배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13) 중국의 화산업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1930년 에도 원선제가 시도되었는데 그 

때는 각 화사들이 안정적인 배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도한 것이고 국가가 적극적

으로 나섰던 것은 아니었다(陳伯海 200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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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 화집단 부회장이며 베이징 필름 스튜디오(北京電影制片廠) 

회장 한싼핑(韓三平)은 “진정한 원선제는 어느 정도 독점적인 거  집단

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張震欽 외 2002:3). 이처럼 경제적 이익을 

극 화하고자 하는 거  자본과 관료들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

한 시장 논리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산업에 다양한 개혁조치 때로 이것은 일관적이지 않고 특수한 프

로젝트나 개별 사안에만 적합한 형태를 갖기도 한다 를 제시하는 정부

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시점까지 이르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장치와 통제 장치들 이 역시 사실은 매우 타협적으

로 이루어진다 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  

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교묘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경제가 오히려 국가의 정책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모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

혁’의 조치들은 사실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개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뒤늦게 출발한 중국은 

현재 전세계 상산업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할리우드와 경쟁을 해

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양적인 성장과 하드웨어의 개혁을 일

차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만 

집착하고 중국 상물의 질적 성장을 고민하지 못한다면 결국 공격적으

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할리우드 화들만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

적인 배급라인을 통해 배급되고 좋은 환경에서 상 될 뿐 정작 본국의 

화에는 그만큼의 이득을 주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다.14) 

14)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90년  중반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웅>과 <연인> 

같이 예외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받아 중국 화가 크게 성공한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면 전체 흥행수입에서 할리우드 중심의 외국 화가 차지하

는 비중이 중국 화에 비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1995년 베이징의 한 해 흥행 수입

이 9,267만 위안인데 그 중 흥행 성적 10위까지의 국산 화는 2,507만 위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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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들이 시장 경쟁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국 화들이 시장에

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개혁이 지나치게 하드웨어 위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제작주체

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역시 시장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상물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보자. 

4. 제작 주체와 시장, 그리고 국가

1) 촬영현장과 시장경제: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 

상물 제작팀의 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

든 일자리는 개인적인 연망과 관계를 통해 스태프 각자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망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한국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한국 화조명감독협회, 한국 화배우협

회, 한국 화촬 감독협회, 한국 화조수연 회의 등 분야별 단체가 존

재하고 이들이 소속 회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역할도 간혹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있지만 중국에는 이와 같은 조직이 없고 일거리 

찾기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달려 있다. 둘째, 각주 2)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달리 시간이 맞고 조건이 맞으면 드라마와 화, 광고와 뮤직 

을 올려 27%를 차지한 반면 9편의 수입 화는 3,662만 위안으로 전체 흥행수입의 

39.52%를 차지하여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장에 나온 100여 편

의 국산 화 중 판권 및 프린트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 화가 약 70%를 차지하며 

15% 정도가 겨우 균형을 맞췄고 나머지 15% 정도만이 약간의 수익을 얻었다(尹鴻·凌

燕 2002:204). 2000년 에 들어와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2002

년 상하이에서 흥행성적이 좋은 10편의 화 중 < 웅>을 제외하면 국산 화는 2편

그 중 하나는 홍콩과 합작한 화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할리우드의 화들이다

(上海文化年鑑編輯部 20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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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해서 일을 한다. 

각 부문의 스태프들이 개인적인 관계만을 이용하여 촬 현장에 충원

되는 방식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은 상산업의 불안정함

을 강화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인력이 장르를 불문하고 교류함으로써 

각 장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박희성 외 

2005:91)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질적 향상은 그리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촬 현장에서 만난 제작자나 PD를 포함한 거의 

모든 스태프들이 드라마 제작은 화에 비해 쉽고 소품이나 로케이션, 

연기와 편집 등 모든 것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편

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화를 하다가 드라마 현장에 

온 스태프들이 기 하는 바는 드라마의 질적 수준 향상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돈을 버는 것이다. 뮤직비디오나 광고 촬 은 촬 기간

이 짧고 상 적으로 일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와 화 같은 장기

간 촬  사이에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아르바이트’일 뿐이다. 이들

이 촬 현장에서 기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상산업에 해 기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이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실현하

고자 하는 바는 산업전체의 성장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익

이다.15) 

① 제작자의 입장

필요한 스태프를 모아 제작팀을 구성하는 과정, 실제 촬 을 하고 

배급에 나서는 과정 모두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15) 물론 중국 상물 제작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고려에 의해서

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궁할지라도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표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상물 제작현장은 다양한 입장과 태도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곳이다.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복잡한 모습의 한 측면일 

뿐이다. 이 글에서 이런 다양한 태도들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중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이익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下海] 현재의 맥락 속에서 상산업 

종사자들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분명한 사실은 결코 부정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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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다. <아름다운 경계>의 자오통광 PD는 “이윤을 남길만한 것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 다. 화 <A>의 제작주임 

양더건(楊德根) PD 역시 “PD의 역할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가

급적 아껴 쓰는 것”이며, 화 PD지만 “광고, 드라마 상관없이 시간이 

맞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가중되는 경쟁에 기인한다. 중국은 방송국과 채널이 많아 배급이 

수월할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작 허가증을 가진 단위 뿐 아니라 소규모 

제작사들 역시 허가증을 가진 단위의 명의를 빌려 드라마를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과 배급의 경쟁이 매우 심하다.16) 따라서 경쟁에

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배우를 쓰고 제작비를 줄이면서도 가급적 빨리 만들어 배급 시장에 진출

해야 한다. 화 역시 할리우드 화나 간혹 나오는 중국 작 화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라마와 유사하게 경쟁의 압박을 받는다. 

드라마의 경우 한국은 촬 과 방 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만 중국은 철저하게 사전제작하여 배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완전 사전 제작 시스템의 장점을 철저하게 이

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촬  일정을 잡을 때 주연 배우들의 스케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로케이션 현장을 효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제작비를 줄일 수 있다. 즉 한 장소에서 찍을 장면들은 

모두 몰아서 한 번에 찍거나 가급적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들을 촬 장소

로 섭외한다. 한 곳에서 찍을 때 여러 회차의 다른 씬(scene)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여러 씬들을 찍어 놓는다. 

<아름다운 경계>의 섭외담당 왕하이성(王海生) PD는 사전제작 시스템

16) 2004년 현재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포함하여 모

두 314개의 방송국과 약 2,000개 이상의 채널이 있고(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5:754) 한 지역에서 유선을 통해 볼 수 있는 채널의 수도 약 70개 이상으로 매우 

규모가 크다. 2003년 제작된 140편의 화 중 극장에서 상 된 것은 80편으로 57%만

이 배급되었으며 드라마의 경우도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국내 제작 드라마 뿐 

아니라 수입드라마도 많기 때문에 수천 회 분량의 드라마가 바로 창고로 들어간다(박

희성 외 2005:59; 광전총국 최승호 비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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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 다. 

<아름다운 경계> 촬 시 제작비 때문에 스태프와 제작진 사이에 갈

등이 고조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상황은 촬  말기 남쪽 하이난다오

(海南島)로 가서 며칠 동안 촬 을 해야 할 때 다. 모든 스태프가 하이

난다오로 옮겨가서 촬 을 하면 이동 경비와 숙박비 등 매우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제작진과 PD들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데리고 간다고 통보

하 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제작주임, 현장PD, 감독, 촬 감

독, 촬 보, 녹음 1명, 조명 2명, 의상 1명과 행정지원 한 명 등으로 스태

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스태프들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일이 힘든데 

인원을 그렇게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불만과 함께 하이난다오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의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나왔

다. 그러나 결국에는 PD 두 명, 감독, 촬 감독만 하이난다오에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모든 스태프와 장비는 하이난다오에서 직접 구한다

고 하 다. 하이난다오에서 다시 계약직 스태프를 모집한다는 것인데,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작품 제작의 일관성과 질적 통일성을 포기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해 일반 스태프들은 일이 일정보다 빨리 

끝나면 다른 일에 빨리 착수할 수 있으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반응이 

부분이었다.17)

② 일반 스태프

PD, 감독 등의 제작자 뿐 아니라 일반 스태프들에게 있어서도 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고려의 상이다. 사실 외지에서 온 부분의 스태

프들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각 부문의 

‘막내’들 같은 경우는 본과 시나리오를 전혀 읽지 않아도 감독이나 

17) 화<A> 촬  과정에서도 제작비 절감이 한국과 중국 양측에 가장 민감한 문제 는

데 사소한 것이지만 한국 스태프들에게 한국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양측이 심

한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촬  현장에 제공되는 중국 도시락은 하나에 5위안(元)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한국 도시락은 하나에 30위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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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first, 각 부문에서 위계상 감독 다음의 스태프)의 지시만을 따르

면 되므로 어떤 장면 촬 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 이들에게

는 촬 현장의 일이 생계를 유지하는 한 방식일 뿐이다. <아름다운 경계

>의 조명팀 중 한 명인 왕후이민(王會民, 조명감독의 동생)은18) 촬 현

장을 다니면서 돈을 조금 모아 고향에 돌아가 작은 식당을 개업하는 것

이 꿈이다. 굳이 촬 현장을 돈벌이로 선택하는 이유는 촬 이 지속되는 

몇 개월 동안은 숙식이 해결되고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도시에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비해 보수가 약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일정에 맞춰 촬 이 진행된 후 시간적인 

격차를 많이 두지 않고 다른 일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연망을 통해 일을 찾기 때문에 촬 이 막바지에 이르면 부분

의 스태프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품보다 다음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이 촬 이 끝나자마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상제작팀을 알아봐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촬 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한두 주 동안 각 

스태프들은 틈날 때마다 끊임없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일자리를 알아본다. 특히 외지 출신의 경우 촬 이 진행되는 상하이에서 

곧바로 다른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고향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또한 이미 다음 일자리가 결정된 스태프들의 경우는 현재의 

촬  일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만약 촬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늦어지게 되면 다음 작품 참여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자칫 잘못

하면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촬 이 막바지에 이른 기

간에는 감독 이하 부분의 스태프들이 일을 서두르고 초기에 비해 세부

적인 것에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심각한 결함

[NG]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감독이나 PD들이 지적하지 않는 이상 일반 

18) 중국 촬 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분의 스태프가 개인적

인 관계를 통해 팀에 참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지역 사람들이 공존하고 개 한 

부문 사람들이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친 한 관계라는 점이다. 친 함과 서먹함, 출신

지 정체성(born-place identity)과 각 분야에 한 위계관념이 결합한 계층화가 촬 팀 

내부에서 발견된다. 이에 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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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가 먼저 말을 하지는 않는다. <아름다운 경계> 촬  당시 차량이 

여러  동원된 날 촬 에서 두 의 차량에 같은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연구자가 발견하고 현장도구 스태프에게 말을 했더니, 감독이 알아

차리지 못했으니 그냥 비 로 하자고 한다. 원래는 차량을 4  동원한다

고 해서 앞뒤 번호판 4조를 준비했는데 차량이 6 라는 점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 자동차의 앞부분만 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같은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인 것이다. 도구팀과 연구자,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

은 주변의 몇 스태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촬 은 그 로 진행

되었다. 이 외에도 연구자는 촬  현장에서 여러 차례 NG인 상황을 발견

하고 관련 스태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화의 경우는 이보다는 덜하지만 소규모 제작사

가 만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화들을 보다보면 분명 NG 컷인데 그

로 들어가 있는 것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19)

본 작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그 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중국의 드라마나 화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좋은 본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전친(張

震欽)과 양위안잉(楊遠嬰)은 지금 현재 중국 화가 결여하고 있는 요소

는 ‘ 화’가 아니라 ‘문학’이라며 좋은 본이 나오지 않는 것을 심각하

게 지적하고 있다(張震欽 외 2002:71-72). 학자들은 요즘 작가들이 문학

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아름다운 경계>의 제작주

임 자오통광 PD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즉 본

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본이 팔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

간 안에 본을 충 써서 넘긴다. 또한 작가가 내용의 큰 틀만을 강 

잡아주고 창서우(槍手)라 불리는 아르바이트 필가 몇 명이 본을 쓰

는 경우도 많다.20) 이들 역시 촬 현장의 일반 스태프와 마찬가지로 작

19) 일반 스태프들은 NG가 발견되었을 때 상급자에게 “욕먹는 것”이 싫기 때문에도 가

급적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NG 컷을 둘러싼 반응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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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질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

나는 것이다. 

개혁개방의 실질적인 설계자 덩샤오핑은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

고 사회주의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사회주의를 견

지해야 한다”고 하 다.21) 그리고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통

해 어떤 방식이든 사회주의 생산력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런데 지금 상산업에 참여하는 스태프

들과 제작진의 경우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개인의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하이, 

선전(深圳) 등 연해지역의 경제 성장이 매우 놀랍고 이것이 중국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 관념적 향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몇 십 위안이라도 더 받고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하

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

서 제작하는 상물이 몇몇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

도가 떨어지고 질적으로 낮게 평가되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서둘러 만든 작품이 오히려 기 와 달리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2) 국가, 사회, 시장

경제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국가 역시 이런 추세를 묵인/추동하

며 이전에 비해 관용의 폭이 더욱 넓어진 현 상황에서 상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국가가 예전같으면 그냥 

20) 자장커 감독 역시 화 제작비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창서우를 한 적이 있다

고 하 다(아시아 인디 화제에 참석했을 때의 인터뷰, CGV 용산, 2004년 12월 15

일).

2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이희옥(2004), 특히 4장과 5장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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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지 않았을 상업계의 다양한 시도에 해 최소한 묵인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 

6세 ’로 불리는 감독들 중 한 명인 류빙젠(劉冰鑑)의 화 <플라스틱 

꽃(春花開)>에 해 제작자이자 감독의 부인인 덩예(鄧燁) PD는 화가 

선전 필름스튜디오(深圳電影制片廠)의 이름으로 제작되어 광저우(廣州)

에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 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를 했다면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 다.22) 그러나, 현재 중국 

화계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더욱 확장시키려 하지 않는 듯 보인다. 오히려 규율과 제약

을 내재화하고 (외국인, 특히 서구의 입장에서 기 하는 것에 비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즉 정부가 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심지어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정책을 통해서라도 제작주

체들의 자율성을 보다 확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가가 정해 

놓은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족 출신으로 잘 알려진 록가

수 추이젠(崔建)은 현재 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검열이 문제라고 하지

만 사실 제작자들이 스스로 겁먹고 사고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23) 켜켜이 쌓인 타협적 자기검열(negotiated self-censorship)을 내

재화하고(Silbergeld 1999:55)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검열 시스템’을 갖

게 된 것(Silbergeld 1997 참고)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잦은 정치

적 캠페인과 억압의 역사,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경험했다는 점

도 향을 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시장에서의 성공과 경제

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모습은 5세 , 6세 , 그리고 포스트 신세  감독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5세 의 경우 중국의 현실을 은유와 우화

22) 제1회 리얼 판타스틱 화제에서 인터뷰(서울 필름 포럼, 2005년 7월 16일). 현재 중

앙정부는 혁명역사소재 화 등 정부가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는 화들을 제외한 

부분의 화심사권한을 성(省)급 화기구에 넘기고 있다.   

23) 2005년 12월 1일 EBS 방  <EBS 아시아 화기행: 중국의 젊은 화 길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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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화를 세계에 새롭

게 알리기 시작한 일군의 감독들이다.24) 그들은 활동 초기 중국 정부의 

탄압을 경험하 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당에 한 비판적 입장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모호하게만 처리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장

이머우는 처음부터 중국 정부에 반하는 화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는

데 데뷔작 <붉은 수수밭(紅高粱)>에서 모옌(莫言)의 원작 소설에 있는 

세 번의 수수밭 파괴 중 공산당에 이루어진 마지막 것을 화에는 포함

시키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다. 모옌에 따르면 무엇보다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관료주의로 그것은 교조적인 질서를 강제함으로써 

평화를 가져다주었지만 중국 농촌의 생명력있는 자연(또는 중요한 본성)

을 해체 시켰다. 그러나 장이머우는 원작 소설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가

장 처참한 공산당에 의한 수수밭 파괴를 생략함으로써 “ 화라는 매체

의 속성과 검열의 문제 때문에 원작에 있는 공산주의, 공산당에 한 비판 

등은 생략했으며 원작자 모옌의 심오한 의도를 배제했다(Silbergeld 1999: 

71-76).” 그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펑샤오강(馮小剛)과 더불어 가장 큰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갖는 감독으로 여겨진다. <황토지(黃土地)>,  

<패왕별희(覇王別姬)> 등을 통해 현실적인 비평적 시각을 보여주었던 

천카이거(陳凱歌) 역시 지금은 아시아 4개국 합작 블록버스터 <무극>을 

통해 이전 작품들과는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25)

중국에서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장커, 왕샤오솨이, 

여전히 중국에서 상  금지 화인 <수쥬(蘇州河)>를 만든 러우예(婁燁) 

등 소위 ‘6세 ’ 감독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26) 중국 

24) 5세 는 문화혁명 시기 동안 청소년기를 보내고 문화혁명이 끝난 직후 베이징 화학

교(北京電影學院)에 78학번으로 입학하여 80년  중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독들이다. 

25) 2005년 12월 15일 <무극>이 중국에서 개봉하여 유례없는 흥행기록을 세웠는데 최근 

이에 해 “자국 화의 흥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주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기사

가 났다(씨네21 534호, p. 30).

26) 원 제목은 <쑤저우 강>이지만 한국에서 <수쥬>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다. 이처럼 한

국에서 제목이 잘못 붙여진 표적인 중국 화로 장이머우의 <귀주이야기(秋菊打官

司)>가 있다. ‘추쥐(Qiuju)’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귀주’로 읽힌 것이다. 한편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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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학적으로 정체되었던 중국 화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허가하 다. 장이머우와 펑샤오

강처럼 상업 화로 이름을 알린 감독 외에 다른 특성의 ‘시장’을 개척하

고 중국 화가 세계에서 시장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

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결국 이들은 각기 <세계(世界)>, <상

하이 드림(靑紅)>, <보라색 나비(紫蝴蝶)> 등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만

들었으나 흥행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다.27) 이전의 화들은 정부의 허

가없이 몰래 만들었지만 외국에서 큰 반향을 얻었고, 자장커가 부산국제

화제와 한국 제작사의 지원으로 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차기작에 

한 제작비 역시 외국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 그들은 국내의 ‘안전

한 시장’을 선택했지만 그 가로 전작들에서 볼 수 있는 비판적 시선을 

거둬들여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포스트 6세 로 불리는 감독들의 경우 

독특한 미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 세 의 전철을 밟지 않고 스

스로 시장과 타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사실(戴婧婷 2005), 오래

전부터 상업 화만을 고집했던 감독들의 모습과 오로지 시장에서의 성

공과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화인들의 모습

을 통해서도 중국의 화인들이 이제는 ‘신념’ 신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 금지된 화의 목록 일부는 장신민(2003)에서 볼 수 있다.

27) 그들의 이전 화들이 중국 화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미학적 성취를 만들어낸 것

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게릴라 방식’으로 화를 찍었다는 

점 때문에 서구 관객과 평자들에게 ‘신비화’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이

와 같은 신비화에는 중국 국내의 ‘주류 화인’들도 다른 방식으로 동참한다. 화

<A>의 양더건 PD는 6세  감독들의 화에 해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수는 공산당에 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는 절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이 감독들의 화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6세 ’ 화를 ‘국가에 한 

저항’으로 직접 연결시키고 있지만 6세  감독들이나 ‘독립 화’ 진 의 화인들은 

자신들의 화가 저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생활에 착된 이야

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들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 6세  감독들에 해서

는 장기철(2002), 김지석·옥미나(2003), 임 근(2003), 黃式憲(2003), 金丹元·丁寧(2003)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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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성들을 볼 때 피코위츠(Pickowicz)가 중국 화계에 해 

‘벨벳 감옥(velvet prison)’에 갇혀있다고 한 언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28) 이 개념은 포스트 스탈린 시기의 

동유럽에 해 사용되었던 것인데, 피코위츠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중국 화들은 10, 20년 전의 동구권 화와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에서 

화를 만들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외국 문화와 사회주의 

이전 중국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한 가로 중국 예술가들 

역시 특정 규칙에 입각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스로 산업을 

감독하고 한계를 인식하며 자율 검열을 받아들이는 등, 사회에 한 국

가의 통제를 지속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주의 기획(socialist project)에 협

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벨벳의 감옥에 있는 것이다(Pickowicz 1995). 

피코위츠의 논의가 이루어진 90년  중반까지 중국 화는 모두 국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고 새로운 세 의 감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

하던 시기는 아직 아니었으며 지금과 같은 개혁조치들이 등장하기 전이

라는 점에서 벨벳 감옥에 한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스튜

디오 국 과 민  뿐 아니라 독립 제작자들까지 포함하여 가 자신들

의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을 각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과 

관객의 취향에 스스로를 타협시키고 있다. 돈을 들여 만든 화가 국가

의 검열이나 상업적인 고려로 인해 배급라인을 타지 못해 관객과 만나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비록 그것이 매우 완화된 형태로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을 결코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동안 화를 통해 비판정신을 

고수하고 있던 신세  감독들 역시 이 경향을 따르기 시작했다. 개는 

가이드라인에 위태롭게 다가가기보다는 아예 멀찍이 안전한 곳에 위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관객에게 어느 정도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험

적이거나 자신의 정치적/예술적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 웅>

28) 벨벳 감옥에 한 자세한 논의는 Barme(1999)의 1장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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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연인>처럼 안전한 ‘오락 화(娛樂片)’라는 장르 뒤로 숨으려 하

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의도와 바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벨벳의 감옥은 피코위츠의 주장처럼 국가가 만들어놓고 화인들이 자

발적으로 동의하여 숨어들어가는 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것

은 국가와 사회가 사회주의 시장과 경제의 역에서 각자 최 한의 이익

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의 타협점을 고민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공동

의 작품인 것이다.  

5. 결론

중국의 상산업은 경제 개혁과 시장경제논리의 도입으로 여전히 혼

란하고 불안정하며 매우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촬  작

업에 참여하는 일반 스태프들, 제작을 주도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제작자

와 PD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상산업 전반과 국가 등 여러 주체들이 

각기 다른 의도와, 동일한 상황에 한 다른 이해에 기반하여 상호작용

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적정선이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

되고 있다. 현재 국가와 사회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마주치는데 이 

양자의 관계는 권력의 위축과 다른 쪽 권력의 확 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역에서 조우하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낸

다.29) 시장과 경제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이 타협의 과정을 통해 양자 

모두 어느 정도 수준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 양자 모두에게 시장에서의 성공과 생존이 가장 중요

한 목표이면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양자 

모두 눈앞의 이익이라는[急功近利] 단기적 목표를 위해 한 방향으로 달

29) 이에 한 매우 유용한 논의는 왕후이(2003)를 볼 것, 특히 문화산업과 시장, 국가의 

관계 및 그에 한 중국 지식인의 태도에 한 비판을 다룬 pp.39-9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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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는 공모 관계를 만들어낸다. 사실 이와 같은 특성은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그 역동성과 복합적 측면이 밝혀져야 할 중국 상산업의 

일면일 뿐이다. 지금처럼 상업 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

부의 이데올로기적 방향과 방침에 매우 가깝게 다가서 있는 주선율(主旋

律) 화, 90년  이후 등장한 독립 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혼재하고 있

는 상황과 복잡한 상호관계를 모두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이 글이 가지

고 있는 한계이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막 떼려는 중국 상

산업 내부에서 시장경제에 한 욕망으로 스스로 발목잡혀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노정에 매우 심각한 모순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 상산업은 국가와 사회 양자가 모두 결부되어 있으면

서 동시에 어느 한 쪽이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역인 경제와 시장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형국이

다. 국가-사회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시도, 국가와 사회 양자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에 한 고려는 있지만 그들이 어떤 메커니즘으

로 결합/분리/반목하는가에 한 설명이 없는 논의들로는 중국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시장경제에 한 이론이나 ‘중국식 사회주의’라

는 이념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러 이질적 요소가 상호작

용하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적절한 타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뜻 

봤을 때 중국 사회가 이제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칫하면 약간의 균열만으로도 

한 번에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최소한 큰 타격을 입어 좀처럼 쉽게 치유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말해준다. 중국 사

회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점점 커지는 균열로 

나타날지 산소용접처럼 두 요소가 단단하게 결합하여 더욱 안정적인 모

양을 갖게 될지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20년 이상 사용한 ‘개혁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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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으로 완결된 종결점이 아니라 그 

내부의 역동성과 타협적 과정이 설명되어야 하는 또 다른 복잡한 과정이

고 출발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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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Collaboration between the State, Societies and the Market: 
An Anthropological Study on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of Post-Mao China

Lee, Eung-chel

30)

This   article   discusses   som e   characteristics   of  the   film   and   telev ision  
industry   of  post‐Mao   China   and   exp lores   the   effect  of   the   in troduction   of  
cap italist  market  economy   in to   the   Chinese   society .  In   the   m id   80 ʹs   and  
early   90 ʹs   social  scien tists   of  Chinese   stud ies   considered   the   state ‐society  
relationship   to   be   a   very   im portant  them e   in   studying   China.  Though   the  
term ,  the   state ‐society   relationsh ip ,  is   very   usefu l  and   insigh tfu l,  the  
argum ents   made   about  th is   relationship   are   slightly   problem atic.  For  
example,  social  scien tists   have   v iew ed   the   state   and   societies   as  
dichotom ous   entities,  that  is   why   they   have   relied   on   the   hypothetical  
position   of  zero ‐sum   gam e.  At  best,  they   poin ted   out  that  the   state   and  
societies   have   in ternal  diversities   of   their   own,  but  they   fa iled   to   show  
the   dynam ics  of  Chinese   society. W ith   carefu l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film   and   telev ision   industry   of   contemporary   China,  Chinese   society   can  
be   found   to   be   more   complicated   than   prev iously   in terpre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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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ate ‐society   relationsh ip   of  contem porary   China,  the   state ,  
though   not  w illing   to   lose   all  of  its   contro l  pow er   over   society ,  tries   to  
make   comprom ises   w ith   prospective   producers   or   directors   and   to   give  
generous   acqu iescence   to   som e   of  their   activ ities.  In   th is   process,  
film /dram a   makers,  the   counterpart  of  the   state ,  contrary   to   our  
expectation ,  do   not  try   to   extend   their   au tonom y   against  the   state .  For  
them   the   most  im portan t  th ing   is   to   make   a   profit  from   their   own  
products,  so   they   tend   to   stay  w ith in   the   lim itations   set  by   the   state   and  
they   do   not  run   a   risk   of   trespassing   the   ʹsafety ‐line ʹ  constructed   by   the  
self‐regu lation   or   ʹnegotiated   self‐censorsh ip ʹ  which   has   been   form ed  
th rough   historical  experiences.  

This   situation   means   that  som e   poin ts   of  the   ʹvelvet  prison ʹ  by   Pau l  
Pickow icz   need   to   be  modified .  The   term   ʹvelvet  prison ʹ  which   is   co ined  
by  Miklos Haraszti  can   be   applied   to   the   Chinese   film   industry   in   the   sense  
that  ʺin   exchange   for   com fort,  priv ilege,  greater   freedom ,  and   access   to  
foreign   cu ltu re   and   the   storehouse   of   presocialist  Chinese   cu ltu re,  artists  
had   to   agree   to   play   by   ru les.  This   meant  policing   their   own   industry ,  
know ing   the   lim its,  and   engaging   in   self‐censorship ,  in   brief,  collaborating  
w ith   the   socialist  pro ject  in   ways   that  were   designed   to   perpetuate   and  
leg itim ize   state   contro l  over   society .ʺ(P ickow icz   1995)  But  the   term   needs  
to   be  more   sophisticated   to   recognize   that  the   velvet  prison   is  a   co‐product  
which   is   created   at  the   very   mom ent  that  the   state   and   societies   grope  
for   a   poin t  of   comprom ise   in   the   fie ld   of  market  and   econom y.

The   film   and   telev ision   industry   of   contemporary   China   has  
intertw ined   facets  in  which   different  agenci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econom ic  reform   and   openness  of  China   cannot  be   seen   as  a   final  term inus  
but  rather   as   a   starting   poin t  from   which   in ternal  dynam ics   and  
in teractions   have   to   be   exp lain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