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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1990년 에 타이완의 主流社 와는 확연히 다른 주변부 인물들을 주로 카메라

에 담으면서 신세  감독1)으로 등장한 차이밍량[蔡明亮; Tsai Ming-liang] 감독

은 “정체성 위기로 몸살을 앓는 90년 의 아시아가 배출한 (국제적 명성 면에서는) 

유일한 시네아티스트”2)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독특한 화 스

타일과 현실사회에 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의 작품에 한 세계 화계의 관심 

등에 비한다면, 그의 화에 한 국내 학계의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학계의 보다 폭 넓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시각이다.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 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任 , <台湾非主流電影导演作品主题浅析>, 《陕西广播電視大學學报》 第9卷 第2期, 

48쪽.

 2) <하류 河流; The River>, 월간《키노》(서울: 1999년 12월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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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밍량 감독은 데뷔작 《青 年哪吒》(Rebels of the Neon God, 1992)를 비

롯하여, 최근작 《郊游(떠돌이 개)》(Stray Dogs, 2013)에 이르기까지에서,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리캉성[李康生; Lee Kang-sheng]을 내세워, 타이완 사회의 

소외와 단절로 인한 아픔들을 드러내며 자신의 화 세계를 구축해 왔다.3) 타이완 

화사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밍량의 화들은 ‘새로운 물결’[新浪潮; New Wave]

를 주도했던 허우샤오센[侯孝賢; Hou Hsiao-hsien]이 《悲情城 》나 《 好的時光

(쓰리 타임즈)》 등에서, 롱테이크(Long Take)로 타이완의 슬픈 근현 사를 담담하

게 상에 담아냈던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타일면에서 롱테이크

를 즐겨 사용하는 차이밍량도 현 를 살아가는 타이완 사람들의 고독과 비루한 일

상을 차분하게 응시함에 따라, ‘새로운 물결’의 제2세 를 표하는 감독으로 꼽히

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차이밍량 감독은 자신의 화 창작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그는 무 공연 예술과 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비상업

적인 단편 화 제작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최근작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흔히 ‘慢走長征’ 시리즈라고 꼽히는 6편의 단편 화들4), 즉 《無色》

(No Form, 2011, 20분), 《行 》(Waker, 2012, 25분), 《夢游》(Sleepwalk, 

2012, 20분), 《金剛經》(Diamond Sutra, 2012, 20분), 《行在水上(물위 걷기)》

(Walking on Water, 2013, 29분), 《西游》(Journey to the West, 2014, 56

분)이다.5)

 3) 이밖에도 이 계열의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화들을 꼽을 수 있다. 《愛情萬歲》(Vive 

L'Amour, 1994), 《河流》(The River, 1997), 《洞(구멍)》(The Hole, 1998), 《你那

邊幾點?(지금 거기는 몇 시니)》(What Time Is It There?, 2001), 《天橋不見了(천

교는 보이지 않는다)》(The Skywalk Is Gone, 2002), 《不散(안녕 용문객잔)》(Good 

Bye, Dragon Inn, 2003), 《天邊一朵雲(흔들리는 구름)》(The Wayward Cloud, 

2005)

 4) 이 6편의 화 외에도 무 극 《玄奘(The Monk From Tang Dynasty)》이라는 작품

도 이 계열에 속한다. 이 작품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언론에서 사용한 ‘行 ’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慢走長征’이라고 표현한다. 그 밖에

는 ‘僧人行走三部曲’(《行 》⋅《夢游》⋅《金剛經》) 같은 표현처럼, ‘行走’라는 용어도 있

다. 본문에서는 감독의 표현을 따른다.

 5) 이 글은 拙稿 <묵묵히 느리게 걷는 고행의 길--차이밍량의 《西游》에 한 斷想>(곽수

경 외 17인 공저, 《부산국제 화제에서 만나는 중국 화(2014)》, 부산: 호밀밭, 2014

년)이라는 《西游》에 한 단평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처

럼 단평의 많은 부분을 차용하 음(특히, Ⅰ⋅Ⅳ⋅Ⅴ장에서)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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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慢走長征’ 시리즈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 수도승(리

캉성 분)의 극단적인 漫步를 통해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관객에게 삶에 한 

질문과 성찰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 화’라는 개념

에 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작품들이 기존의 작품

들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화연구 분야의 학술적 

관심이 다소 부족하다는데 있다. 특히, 차이밍량 감독과 그 작품들에 한 기존 연

구가 체로 2010년 이전 출품된 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차

이밍량 감독이 추구하는 변화의 경향을 탐색을 해보는 상당히 필요한 과제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慢走長征’’ 시리즈가 내포하고 있는 작품의 기본적인 함의를 시각 

이미지를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行 》⋅《行在水上》⋅
《西游》를 중심으로 향후 관련 연구의 심화를 위해 기본적인 작품 이해의 토 를 구

상해보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렇게 세 작품을 주 연구 상으로 삼는 이유에는 분

명 분량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로는 작품의 공간 문제를 꼽을 수 있

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차이밍량 감독의 주 활동 무 인 타이완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여행기이기 때문이다.

Ⅱ. ‘慢走長征’ 시리즈와 연구 

차이밍량 감독의 이전 화들을 보면, 외롭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비루한 일상이 

도드라진다. 등장인물이 무미건조하게 홀로 식사하는 모습,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 혹은 복받쳐 오르는 고독과 서러움에 하염없이 우는 모습6) 등을 길게 보여

주는 그의 화에서, 우리는 “아시아적 모더니티의 기형화”, 즉 “이입된 서구문화와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관 사이에서” “근 화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만나는 시간, 가족

의 해체가 이미 끝난 공간으로서의 타이페이에 놓인”7)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

 6) 혹자는 1994년 베니스 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차이밍량 감독의 《愛情萬歲》를 언

급하며,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6분 정도 이어지는 롱테이크를 그 해 가장 아름다운 

롱테이크 다고 강조한다.(崔睿, <論蔡明亮電影的長鏡頭表現手法>, 《電影文學》 2013

年 7期, 48쪽 참조.) 배우 양구이메이[楊貴媚; Yang Kuei Mei]가 서럽게 울며 절망

의 깊이를 열연한 이 장면은 차이밍량 화의 독특한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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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뭔가 결핍되어 있고, 왠지 모를 단절감에 시달리는 인물들을 그려온 차이밍량 

감독이 이제 답답한 타이베이를 벗어나서 다른 세상과의 만남8)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慢走長征’ 시리즈도 타이완에서 시작해 다른 세상과의 만남으로 나아간다. 이 

시리즈 작품들은 모두 중국 唐나라 고승 ‘현장이 불경을 가져오다[玄奘取經]’라는 

이야기에서 착안한 것들로, 차이밍량 감독과 줄곧 호흡을 맞추어온 배우 리캉성이 

혼신의 힘을 다해 현장법사를 연기하고 있다. 리캉성은 붉은 가사를 걸친 채 아무

런 사도 없이 타이베이(《無色》⋅《金剛經》), 홍콩(《行 》), 제13회 베니스건축비

엔날레 타이완관(《夢游》), 말레이시아의 고향(《行在水上》), 프랑스의 마르세유(《西

游》)를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다. 음향이라고는 부분 

거리의 소음들이고, 간혹 TV 소리나 흘러간 중가요 정도가 있을 뿐이고, 일반적

인 화 서사에서 중심이 되는 스토리 전개도 당연히 없다. 관객은 결국 화면 속에 

드러난 거리의 이미지만 보게 된다.

한 인터뷰에서 느린 걸음에 함축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차이밍량 감독은 2011년 

무 극 《独角戱(모노드라마)》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신한다. 마치 일상을 그 로 묘사하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진행(잠자기 20분, 일

어나기 15분, 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걷기 25분 등)되는 이 작품의 연출은 3명의 

 7) <하류 河流; The River>, 월간《키노》(서울: 1999년 12월호, 통권 5권 12호), 59쪽.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 “허우샤오시엔, 

에드워드양 등 뉴웨이브의 표적 거장감독들이 더 이상 화를 만들지 않는 2010년

에 와서도 계속해서 신작을 내놓고 있다. 주지하듯이 차이밍량의 음울한 스타일은 그의 

화 전편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감독의 예술적 스타일은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青 年哪吒》, 《愛情萬歲》, 《河流》, 《洞》, 

《天橋不見了》, 《不散》 등 비교적 초기 화들에서는 그래도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사

회적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편이었던데 비해, 《天邊一朵雲》을 위시해서, 그 후의 작품

들은 갈수록 추상화하고 있는 점은 다소 문제라 생각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일종의 ‘난

해함’이 한국 내 중국 화 애호자 내지 연구자들과 차이밍량 간에 거리가 생기게 하는 

요소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감

한다.

 8) 프랑스에서 제작한 《你那邊幾點?》⋅《臉(얼굴)》(Face; 2009)이나 말레이시아의 쿠알

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제작한 《黑眼圈(홀로 잠들고 싶지 않아)》(I don’t 

want to sleep alone; 2006) 같은 작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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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楊貴媚⋅陸奕靜⋅李康生)과 오랜 토론과 연습과정을 거쳤는데, 그러한 과

정에서 감독은 ‘20년 동안’ 갈구했던 연출방식을 발견해 냈다고 한다. 또한 보는 것

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재빨리 얻으려고만 하는 일반 관객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을 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덧붙인다.9) 감독의 이런 깨달음은 아마

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맞닿게 될 듯하다.

… 길은 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을 만나려면 걸어야 한다. 

두루마리처럼, 길은 걷기와 함께 펼쳐진다. 걷는 자에게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있을 수 없다. 시점perspective 역시 걷기와 함께 펼쳐진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

시아에서는 그림을 보는 걸 ‘臥遊’라고 표현한다. 사유하기란 일종의 ‘와유’다. 누워

서 산책하기! 걷기를 통해 세계에 길을 내고, 세계와 만나고, 세계의 비전vision

들을 펼치듯이, 사유를 통해 우리는 개념을 창안하고 새로운 마주침을 구성하고 

다른 삶의 비전들을 만들어 낸다. 걷기가 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유 역

시 어떤 이데아를 재현하지 않는다. 걷기도, 사유도, 모두 시간을 열어젖히는 행위

다. 매번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버리고, 줍고, 휘청거리고, 중심을 잡는 행

위.10)

산수화를 보며 즐긴다는 ‘臥遊江山’처럼, 느리게 아주 느리게 세상을 보고 빠름

으로 놓친 것을 사유하는 방법에 한 화적 표현은 세상에 한 일반적인 再現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혹자는 차이밍량의 이전 화들에서 차이밍량 감독만

의 독특한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다.

차이밍량의 화적 사유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68혁명을 전후에 탄생한 고다르

의 정치적이며 급진적인 자기 반 의 방식을 내적인 형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에게 ‘깨어있음’을 강요하지 않는 신에 용도 폐기되었던 자기 반 의 

탈재현적 미학을 다시 도입해 예술 작업에 회의와 성찰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재

현을 위주로 한 극한의 리얼리즘과 립되는 환상성을 도입해 통합적 미학을 시도

했다. 그의 화 작업은 세기말과 밀레니엄이 교차되는 변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

 9) <蔡明亮: 钮承泽他们的電影只懂去卖钱>(2012年 09月 17日 腾讯娱乐 http://ent.q

q.com/a/20120917/000780_1.htm)

10)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서울: 그린비, 2009),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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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복되는 구조 때문에 이야기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

유로 인해, 차이밍량 화는 변화의 중간에서 시도되는 과도기적 미학으로 치부되

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길을 걸어왔던 재현의 방법론과 재현에 한 상 적 인식

론에 기초한 미학을 포용하여 통합을 시도한 점에서 안 미학으로서의 진정한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1)

나아가 차이밍량 감독이 “고전적인 재현의 미학을 극한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

실주의적인 방법과 재현 미학과 괘를 달리하는 미장아빔mise-en abyme을 기초로 

한 내적인 자기 반  그리고 탈현실을 가정하는 환상성을 상호 교직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고 강조한다.12) 이러한 관점은 ‘慢走長征’ 시리즈에도 상당부분 그 로 적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각 작품들이 玄奘法師의 이야기를 모태로 서로 다른 

변주를 보여주면서,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작은 이야기들”이 된다는 관

점에서 작품들의 시각 이미지들을 따라 갈 것이다.

Ⅲ. 《行 》과 《行在水上》 쇼트 분석

1. 《行 》의 쇼트, 깨어 물기

11) 서 정, 《재현의 위기 시 의 메타 담론 연구-- 화의 자기 반  미학을 중심으로》, 한

양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2007년 8월), 8쪽. 이 논문은 제목에서는 나타나지 않

지만,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논지 전개에 해당하는 2장과 논문의 전체적인 마무리 단계

에 해당하는 7장에서 차이밍량 화들을 상으로 삼아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차이

밍량 감독의 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국내 성과로 꼽을 수 있다.

12) 서 정, <재현의 위기 시 의 메타 담론 연구-- 화의 자기 반  미학을 중심으로>, 한

양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2007년 8월), 9쪽. 저자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강조한

다. “차미밍량의 화들은 명백하게 동어 반복적이고 자신의 전작을 반 적으로 인용하

기 때문에 전작과의 관계 안에서만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의 화들은 내적⋅외

적으로 모두 자기 반 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각각의 화는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에

서 파생된 작은 이야기들이다. …(중략)… 모든 화들은 이런 방식으로 차이밍량이 궁

극적으로 완성할 화의 미장아빔을 구성한다. 이때 작은 미장아빔들은 각자 서로를 비

추는 거울이며, 이들은 상호텍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158쪽). 그리고 작품들의 시놉

시스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 159～1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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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는 중국의 유튜브라 할 수 있는 ‘유쿠(优酷; youku)’에서 출품한 옴니버

스 화 《美好2012(Beautiful 2012)》13) 중의 한 편이다. 중국에서는 이 작품을 

‘마이크로 화(微電影; Micro Movie)’14)로 분류하기도 한다.

차이밍량의 ‘慢走長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체로 롱테이크로 볼 수 있는 

쇼트와 고정촬 (Fix shot) 방식을 채택하여, 관객들에게 지루하리만치 찬찬히 화

면을 살피게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루

하지만 작품의 쇼트15)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쇼트1(Scene#1: 33초～2분 41초): 맨발에 붉은 가사를 걸친 수도승의 뒷모습

을 롱테이크로 보여준다. 어둡고 칙칙한 건물의 계단을 아주 느린 걸음으로 내려가

고 있다. 면벽 수행을 끝내고 밝은 거리로 나아가려나 보다.(Long Shot).

 《行 》 쇼트1

쇼트2(Scene#2: 2분 42초～5분 29초): 부동산 중개 사무소(利成置業有限公

司, 油麻地 庇利金街29) 앞이다. 누군가 집 렌트 광고가 가득 붙은 거리 벽보에 

13) 《行 》 외에도, 구창웨이(顾長卫)의 《龙頭(용의 머리)》, 김태용의 《그녀의 연기; 你何

止美丽》, 허안화(许鞍华)의 《我的路(마이 웨이)》로 구성되어 있다. Executive 

Producer: 홍콩국제 화제(香港国际电影节;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4) ‘마이크로 화’는 최근 중국에서 저예산으로 누구든 제작할 수 있는 단편 화(몇 분에

서 몇 십 분 정도)를 전통적인 화 형식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인터넷 시 의 화 형

식이라고 규정하며 사용하는 용어이다. 《美好2012》을 상으로 삼아, 그러한 화 제

작 현상을 토론한 글로, <名人微電影美學特征及微電影发展之路>(《當代電影》 2012年 

6期)를 참고할 만하다.

15) 연구에서 쇼트의 구분은 김정호의 < 화의 계량적 스타일 분석: 배리 솔트의 방법론과 

<애정만세>>(《 화연구》23호, 8쪽)에 제시된 배리 솔트의 분류법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러나 먼 거리 쇼트의 경우, 배리 솔트의 분류법에서 말하는 ‘Very Long Shot’만으로

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문에서는 가장 먼 거리를 ‘Extreme Long Shot’으로 따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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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광고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사무실 유리창에 수도승의 모습이 

비친다. 그리고 수도승은 햄버거를 든 손, 머리 순으로 천천히 화면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들어온다. 비닐봉지를 왼 손에, 햄버거를 오른 손에 들고 여전히 느린 걸음

을 걷고 있는 수도승의 모습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간혹 신기한 듯 수도승과 카메라 

쪽을 힐끗 보기도 하지만, 체로 무심하게 지나간다.(Long Shot) 삭막한 도시의 

거주 현실과 혼의 안식처를 꿈꾸는 수도승의 만남이다.

 《行 》 쇼트2

쇼트3(Scene#3: 5분 30초～6분 8초): 잘 정비된 육교를 지나는 수도승. 난간 

때문에 어깨 부위만 보인다(Very Long Shot).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 무심한 행

인들과 난간 유리에 비친 고층빌딩들, 수도승은 이곳에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있을

까?

 《行 》 쇼트3

쇼트4(Scene#3: 6분 9초～6분 29초): 여전히 육교를 지나고 있지만, 수도승의 

어깨 위를 클로즈 업. 이제 난간 유리에는 육교 밑을 빠르게 지나는 차들이 보인

다. 빠름과 느림의 세계가 서로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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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 》 쇼트4

쇼트5(Scene#4: 6분30초～7분 4초): 저녁, 노점상이 늘어 선 곳. 한 노파가 부

적이 든 종이뭉치를 들고 손님(팔의 일부만 포착)에게 뭔가 설명하다, 잠시 화면 

밖 수도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눈길을 주며, 종이뭉치에서 부적을 꺼내

고, 다시 부적을 손님에게 휘젓는다. 노파가 부적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화면 속으

로 손님의 상체가 들어온다. 노파는 부적을 고개 숙인 손님(진지한 표정으로 소원

을 비는 모습)의 머리 위에서 휘저으며 축원한다.(Close Up)

 《行 》 쇼트5

쇼트6(Scene#4: 7분 5초～7분 31초): 붐비는 거리에서 노파와 축원 받는 여

인, 행인들, 수도승. 홍콩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Long Shot) 앞의 쇼트3

과 4의 공간에 비해, 소박하면서도 느린 속도의 공간이다.

 《行 》 쇼트6

쇼트7(Scene#4: 7분 32초～8분 15초): 붐비는 인파와 노점상에 앉아 있는 여

인들, 붐비는 인파와 스님의 하체를 클로즈업. 지나가는 행인들 중 카메라로 뭔가

를 찍는 사람도 있지만, 촬  상이 수도승이 아니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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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환 없이 스님의 전체 모습(Full Shot)을 담는다.

 《行 》 쇼트7

쇼트8(Scene#5: 8분 16～8분 58초): 홍콩에서 유명한 관광지이자 쇼핑천국이

라 불리는 침사추이[Tsim Sha Tsui: 沙咀 / 沙嘴]. 상점과 식당, 호텔이 가

득 들어찬 이곳의 사무 빌딩(海利行; DAILY HOUSE)16) 계단을 내려오는 수도

승. 계단에는 전등이 설치된 듯 환하다. 지나가는 행인들과 택시.(Full Shot)

 《行 》 쇼트8

쇼트9(Scene#6: 8분 59초～13분 10초): 화려한 네온사인, 광고간판, 행인들로 

붐비는 번화한 거리(旺角 西洋菜街; Sai Yeung Choi St S, Mong Kok) 한복판

을 걷는 승려. 이제 많은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수도승의 모습을 구경한다. 

거리의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비파(?) 소리가 중간에 깔린

다.(Long Shot) 과거 벤야민이 “교환가치의 신전”이라고 비유했던 ‘파사주’가 떠오

른다.17)

16) Daily House: 35-37 Haiphong Rd, Tsim Sha Tsui(九龍 沙咀 海防道 35-37)

17) “유리 天蓋로 덮인 파사주는 그 내부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 안에 있는 

상점들의 진열장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사물들이 바로 옆에 병치되어 충격적인 효과

를 낸다. …(중략)… 사물들은 부조리한 유사성에 따라 변신하고, 이행하고, 병치된다. 

파사주는 시 의 꿈이다. 그것은 환각, 환 , 몽상, 한마디로 초현실주의적 비전의 공간

이다. 그 안에는 상상적인 것이 물질이 되어 존재한다. 바로크의 미로 취향처럼 그것을 

인용한 시 의 도시는 미로로 나타난다.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 미로 안을 걷는 것은 더 이상 시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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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 》 쇼트9

쇼트10(Scene#7: 13분 11초～14분 37초): 밤거리. 고가차도 밑의 도로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은 오르골 소리로 손님을 유혹하지만, 행인들은 그 옆을 느린 

걸음으로 걷는 수도승에게 더 관심을 보인다.(Long Shot)

 《行 》 쇼트10

쇼트11(Scene#8: 14분 38초～16분 11초): 밝게 빛나는 전차 정류장과 1년 

365일 평안한 밤18)을 선전하는 광고판을 지나는 수도승. 광고로 외관을 덮은 트램

(tram; 鐺鐺車)이 다가와 잠시 멈춘 후 다시 출발하고, 다시 전차가 와서 수도승

을 재차 완전히 가릴 때까지 이어진다.(Very Long Shot) 평안한 밤을 위해 모두

가 귀가했거나 서둘러 귀가해야 하는 시간에 수도승은 평안을 보장해준다는 시뮬라

시옹의 세계를 관통하며, 앞에서 보여준 “상징(기호)의 교환체계”19)와 어린 시절 

이 아니라, 충격을 수용하는 촉각이자 운동지각이다.” 진중권, 《진중권의 현 미학 강

의: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파주: 아트북스, 2004) 39쪽.

18) 정류장 천장과 포스트의 문구: “春天 夏天 秋天 冬天 晴天 雨天 天天都是平安夜”, 

“365 天天都是平安夜”.

19) “……‘시뮬라시옹’ 개념은 은은하게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성’ 개념을 배음으로 깔고 있

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경제에서 생산은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지향한다. 그 

결과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에 독립하여 물신화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화폐를 통

해 사물을 사라지게 하는 거 한 물신화의 가상현실이라면, 자본의 재생산

reproduction은 곧 그 가상의 복제reproduction인 셈이다. 이 정치경제학의 명제가 

보드리야르에게서는 ‘소비되는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기호’라는 기호학적 명제로 변용

된다. 마르크스는 가치론을 기호학으로 만들기를 거부했지만, 보드리야르는 ‘기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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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함의 유혹(쇼트 9와 10)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行 》 쇼트11

쇼트12(Scene#9: 16분 12초～16분 44초): 육교를 지나는 수도승. 그러나 청

소부가 물로 바닥을 청소하고, 어쩌다 행인 한 명 정도 지나가는 늦은 밤이

다.(Very Long Shot.)

 《行 》 쇼트12

쇼트13(Scene#10: 16분 45초～17분 32초): 광고 포스터와 간판으로 뒤덮인 

건물 사이로 걷는 수도승. 밤이지만 차들이 꼬리를 무는 차도와는 달리 인도에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Extreme Long Shot)

 《行 》 쇼트13

쇼트14(Scene#11: 17분 33초～18분): 양 옆으로 폐지들을 가득 묶어 놓은 좁

은 길을 수도승 혼자 걷고 있다. 폐지 위쪽으로 전차가 다닌다.(Full Shot)

환원’을 통해 사회를 이렇게 상징(기호)의 교환체계로 파악한다.” 진중권, 앞의 책, 2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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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 》 쇼트14

쇼트15(Scene#12: 18분 1초～18분 21초): 수도승의 느림 걸음은 정차해 있는 

버스들 사이에 있다(旺角 花園街; Fa Yuen St20)). 버스들이 끊임없이 지나간

다.(Very Long Shot)

 《行 》 쇼트15

쇼트16(Scene#13: 18분 22초～19분 13초): 한적한 길가 어느 집의 철문 앞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는 승려. 차들과 오토바이가 지나가지만, 인적은 없다.(Long 

Shot)

 《行 》 쇼트16

쇼트17(Scene#14: 19분 14초～19분 54초): 홍콩 전체의 정치⋅경제의 중심지

인 中環(Central) 지역에 있는 ‘皇后大道(Queen's Road Central).’ 낮에는 사람

들로 붐볐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밤이라 인적이 드문 거리 한 쪽에 아주 작은 모습

의 수도승의 모습이 있다. 화면의 상단 중앙에 궈푸청[郭富城; Aaron Kwok]이 

20) ‘花園街’는 홍콩 九龍半島의 油 旺區에 있는 쇼핑지역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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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등장하는 광고가 거리를 밝혀주는 光源처럼 박혀있다.(Extreme Long 

Shot). 어쩌면 “상징(기호)의 교환체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다.

 《行 》 쇼트17

쇼트18(Scene#15: 19분 55초～21분 14초):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궈푸청의 

헬스 광고가 이제는 길가 벽으로 내려와 있고, 수도승이 그 앞을 지나간다. 그런데 

카메라의 초점이 광고에 맞춰져 있어, 당당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궈푸청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에 비해, 흐릿한 실루엣 같은 수도승의 고개 

숙인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Medium Close Up

 《行 》 쇼트18

쇼트19(Scene#16: 21분 15초～22분 10초): 한 쪽으로 줄지어 정차해 있는 택

시와 난간, 그 옆의 좁은 길로 걷는 수도승.(Full Shot) 쇼트 18과 비교해 보면, 

수도승과 비좁은 길이 확실히 초라해 보인다.

 《行 》 쇼트19

쇼트20(Scene#17: 22분 11초～23분 10초): 새로 찍은 신문들이 쌓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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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뭉치들을 한 쪽에 쌓는 듯한 소리가 화면 밖에서 들려온다. 수도승은 철문이 

내려진 계단 방향으로 걷고 있다. 아마 들어가려는 듯. 그러나 그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NO ENTRY’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Long Shot) 느림을 통해 시간의 지

배를 벗어 나가자 하는 자에게는 정말 아무 것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

 《行 》 쇼트20

쇼트21(Scene#18: 23분 11초～24분 28초): 쉬관지에(許冠傑; Samuel Hui)

가 광동어로 부르는 <一水隔天涯>가 흐르는 가운데, 수도승은 철문 앞에서 햄버거

를 한 입 베어 먹는다(Close Up).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한다는 쉬관지에의 노랫

말처럼, 자본주의 금유의 첨단을 걷는 홍콩에서 수도승이 먹는 저 햄버거는 무슨 

의미일까?

 《行 》 쇼트21

차이밍량 감독은 앞의 인터뷰21)에서 이러한 작품을 홍콩에서 찍게 된 이유에 

해, 화교(말레이시아 태생)인 자신은 어릴 때 홍콩 화와 중가요 같은 것을 접하

며, 홍콩의 하위문화(subculture)에 익숙하다보니 홍콩에 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

고 답한다. 그래서 홍콩의 변화 같은 것을 마치 친지를 찾아가듯이 표현하고 싶었

다며, 정감과 서민 냄새가 배어 있는 전차,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 낡은 철문 같은 

것을 리캉성이 이해하도록 거리를 배회했다고 한다. 차이밍량 감독이 인생이라는 

21) <蔡明亮：钮承泽他们的電影只懂去卖钱>

(2012年09月17日 腾讯娱乐 http://ent.qq.com/a/20120917/000780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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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수도승처럼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가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속세에 한 단상이 화 곳곳에 스며든 것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혹자는 느린 걸음이 자본이 지배하는 홍콩의 바쁜 일상과 비된다는 점

에서 자본주의에 항하는 예술수단이며 일종의 정치적 태도라고 평가한다.22) 문

제는 느린 걸음이 실제로 근 적 시간 개념과 규율에 한 저항이 될 수 있느냐 하

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느림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 서 있는 매의 느림”

처럼 “중력을 이기고, 관성을 이기는 어떤 절 적인 속도를 갖고”, “노동이나 이동, 

소비, 생활 등의 모든 역에서 절 적 속도를 갖는 것, 속도의 중력에서 벗어난 

외부를 창조하는 것, 강요된 속도나 시간에 벗어난 자율적인 속도와 리듬을 갖는 

것, 그리하여 자율주의적인 삶의 리듬, 일의 리듬, 사유의 리듬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낡은 시간적 형식을 변형시키는” “자율주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의 

시간, 새로운 리듬의 시간을 창안”23)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러한 현실적 

저항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느림과 빠름의 비24)를 기본으로 하는 이 작품은 마지막 쇼트(21)에서 

“탈현실을 가정하는 환상성”을 통해 소비와 자본에 한 문제제기를 보여준다. 느린 

걸음의 고행을 통해 느림의 가치를 보여주는 수도승이 현  사회의 빠름을 상징하

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먹는다. 그것도 고기가 포함된 햄버거! 이 상징적인 행위

는 사과를 한 입 깨어 문(bite)의 애플의 로고를 떠올리게 한다. 컴퓨터 정보처리

의 단위인 바이트(byte)와 동음이기 때문에 그런 로고를 선택했다는 설을 비롯하여 

여러 추측들이 나돌았다. 스티브 잡스 死後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초기 

광고를 제작사 ‘켈리 애드버타이징&마케팅’이 “한입 깨문 것의 의미를 ‘지식의 습득

(acquisition of knowledge)’이라고 밝혔다고 한다.25) 여기서 어떤 것이 사실이냐

22) 廖鸿飞, <非功用的時間--論贾樟柯的《無用》 蔡明亮的《行 》>, 《藝苑》 2012年 5期, 

47쪽.

23) 이진경, 《근 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푸른숲, 1997), 76~78쪽 참조.

24) 홍콩에서 속도에 한 비는 왕지아웨이(王家衛) 감독의 《重慶森林》에서도 스텝 프린

팅에 의해 잘 표현한 바 있다. ‘경찰 223(金城武)’이 긴박하게 달리며 시간의 틀에 매

여 있었다면, ‘경찰 633(梁朝偉)’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의 느린 시간

을 가지고 있었다.

25) <잡스와 함께 묻힐 뻔한 ‘애플 로고’의 비밀 풀렸다>(머니투데이 2011.10.06.) 참조. 

이 기사에 따르면, “사과가 양가가 풍부하고 포장하기도 쉽고 쉽게 손상되지도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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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깨어 무는 행위가 사과나 햄버거를 먹었다는 기표

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느림이 빠름을 먹음으로써, 현 의 과학

과 첨단 전자 산업, “상징(기호)의 교환체계”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 《行在水上》의 쇼트, ‘향수’

‘鳳凰視頻’이 출품한 《行在水上》은 화교들의 정신적 뿌리를 탐색하는 ‘고향과 디

아스포라(原鄕 離散)’ 시리즈의 주지에 따라 제작된 화이다. 차이밍량 감독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 돌아가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를 역시 아주 천천히 걷는 

내용이다.

쇼트1(Scene#1: 49초～2분 8초): 길바닥에 고인 물에 아파트와 느리게 걷는 

수도승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을의 소음. 여기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반추하는 거울26)로서의 물이다.(Full Shot)

 《行在水上》 쇼트1

쇼트2(Scene#1: 2분 9초～2분 49초): 카메라는 수도승의 다리 부분을 비추지

만 바닥에 고인 물에 수도승의 전체 모습이 비친다. Full Shot

때문에 사과를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한 잡스가 “애플이 완벽한 회사가 되길 원했고, 

다른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기사는 비틀즈의 레코드 라벨을 

흠모했기 때문이라는 설, “ 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을 추모”했다는 설, 뉴턴의 만

유인력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언급하고 있다.

26) “…(전략)…거울은 무언가를 비추지만, 그것은 상이 앞에 있는 그 순간에만 이러저러

한 왜곡의 상태로 비출 뿐이다.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반 할 수 

없다. 아니, 무언가를 복제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시도다. 화 ｢무간도｣의 두 

남자처럼, 복제된 것과 복제당한 것 그 어느 쪽도 ‘진짜’임을 주장할 수 없다.”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서울: 그린비, 2009), 23쪽.



102  《中國文學硏究》⋅제57집

쇼트3(Scene#2: 3분 50초～4분 48초): 판상형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를 걷고 

수도승의 있는 모습.(Very Long Shot)

쇼트4(Scene#2: 4분 49초～5분 16초): 7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의 전체 전경

(판상형 복도식 아파트이지만, 외관으로 드러난 복도는 2층⋅3층⋅6층에만 완전히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층에는 중간 부분이 비어 있다)을 담고 있다. 수도승은 6층 

복도를 걷고 있다. 야자수와 잔디밭, 둥근 지붕과 긴 벤치로 이루어진 정류장 같은 

것이 설치된 나름 운치 있는 풍경이다.(Extreme Long Shot)

 《行在水上》 쇼트1

쇼트5(Scene3#: 5분 17초～5분 35초): 수도승은 1층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

간다.(Very Long Shot)

쇼트6(Scene4#: 5분 36초～9분 40초): 어느 가정의 거실. 50  후반에서 6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화면 뒤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고, 화면 앞 

쪽에서 중년 여성이 리모컨으로 TV를 조작하고 있다. 부인이 보고 싶은 채널을 찾

고 있는데, 남편이 중간에 ‘쩌우화지엔(周華健; Emil Wakin Chau)’ 아니냐고, 묻

자 결국 리모컨을 건네준다. 쩌우화지엔의 <其實不想走>가 흘러나오고, 아내가 화

면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그릇 소리. 한 쪽 다리를 다쳐 약간 저는 남자도 같은 방

향으로 간다. 블랭크 씬(Blank Scene). 그 사이 TV에서는 ‘리앙징루(梁靜茹; 

Fish Leong)’의 <可惜不是你>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잠시 후(빈 거실, TV 음

악) 밥 한 공기를 든 남편이 다시 등장, 소파에 앉아 먹기 시작한다. 왠지 외롭게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는 인물의 단독 식사 장면은 차이밍량 화의 단골 메뉴이다. 

잠시 후, 여성이 부엌에서 나와 왼쪽 화면 귀퉁이에 앉아 TV를 시청한다. Long 

Shot(인물들은 이동에 따라 Medium Close Up, Medium Shot). 리앙징루의 노

래가 후반부에 이르면 쇼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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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在水上》 쇼트6

쇼트7(Scene4#: 9분 41초～10분 8초): 리앙징루의 노래(TV)가 이어지는 곳으

로, 쇼트6의 거실 반 편 부엌이다. 창에 승려가 지나간다.(Long Shot) 고향 사람

들의 그저 그런 일상을 오랜만에 즐기는 것일까?

 《行在水上》 쇼트7

쇼트8(Scene5#: 10분 9초～10분 48초): 깔끔했던 아파트의 전면과는 확연히 

다르게, 마치 오래된 건물임을 증명하듯이 후줄근한 아파트 후면이다. 수도승은 건

물 사이에 난 시멘트 길을 천천히 걷고 있다. 움직이는 것이라곤 수도승 외에, 비

둘기 한 마리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빨래밖에 없는 한적한 길이다. 간혹 새소

리가 들린다.(Very Long Shot)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곳이리라.

쇼트9(Scene5#: 10분 49초～11분 31초): 쇼트8의 모습을 롱 쇼트로 잡고 있

다. 원래부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수도에는 아파트에서 내

려온 하수가 물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비둘기 몇 마리가 놀고 있다.

 《行在水上》 쇼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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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10(Scene6#: 11분 32초～12분 55초): 1층의 어느 가정. 카메라를 등진 

백발의 할머니(Medium Shot)가 현관 쪽에 의자로 느리게 걸어가 앉는다. 홀로 

TV를 보는 모습이 외롭다. 비좁은 공간에 오토바이, 책상과 의자, TV 등이 들어차 

있고, 열린 현관문으로 밖의 풍경이 보인다. 무료한지 잠깐 현관문 밖을 바라보기

도 한다.(Full Shot)

쇼트11(Scene6#: 12분 56초～13분 16초): 쇼트10의 할머니가 잔디밭의 벤치

에 앉아 아파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다. 아파트 벽에 오토바이가 서 있

다.(Long Shot)

쇼트12(Scene7#: 13분 17초～14분 11초): TV 소리가 요란한 어느 가정. 아

이는 거실 안쪽에서 혼자 즐겁게 놀고 50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TV를 보

고 있다. 카메라는 창틈으로 그 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띠띠띠’ 하고 뭔가 알리는 

알람 같은 소리(거리의 신호등 소리?)가 울리고 그 아주머니는 창밖을 내다본

다.(Medium Close Up)

쇼트13(Scene7#: 14분 12초～15분 54초): ‘띠띠띠’라는 소리가 계속 울리는 

가운데, 수도승이 아파트 벽을 타고 난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아마도 쇼트13의 집

밖을 지나가고 있는 듯 하다. 바닥에는 종이나 부서진 돌조각 같은 것들이 널려 있

다. Long Shot

 《行在水上》 쇼트13

쇼트14(Scene7#: 15분 55초～17분 45초): 쇼트12의 가정. 어린이는 혼자 TV

에 빠져 있고, 좀 더 큰 아이가 부산을 떠는 가운데, 아주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다. 카메라는 여전히 창을 통해서 엿보고 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TV

보다는 바깥 풍경에 한동안 집중하다 다시 TV를 보고, 또다시 밖의 뭔가를 유심히 

본다. 아마도 수도승을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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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在水上》 쇼트14

쇼트15(Scene7#: 17분 44초～18분 9초): 수도승은 쇼트13의 길을 여전히 걷

고 있는데, 발 부분만 Close Up.

쇼트16(Scene8#: 18분 10초～19분 17초): 수도승은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듯 하지만, 다른 집 창을 지나고 있다. 수도승이 화면을 빠져나가고, 창 안쪽

의 커튼이 간혹 바람이 휘날린다(10초 정도).(Close Up)

쇼트17(Scene9#: 19분 18초～21분 56초): 앞에서 나온 쇼트6의 거실이지만, 

카메라의 위치는 쇼트6과 각선을 이루는 곳에 있다. 두 부부는 TV를 틀어 놓은 

채, 집안일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때로는 블랭크 씬(Blank Scene)으로 이어지지

만, 일하는 소리가 TV 소리와 쇼트12의 ‘띠띠띠’하는 소리와 함께 들여온다.(Long 

Shot)

쇼트18(Scene10#: 21분 57초～22분 23초): 60 로 보이는 어느 노부인이 아

파트 승강기를 타고 가다 밖으로 나가고, 승강기 문이 닫힌다.(Close Up)

쇼트19(Scene10#: 22분 24초～22분 45초): 노부인은 약간 절면서 아파트 앞

의 차도까지 걸어 나가서 오른쪽을 방향을 전환한다.(Very Long Shot)

쇼트20(Scene10#: 22분 46초～23분 17초): 쇼트4에서 왼쪽 하단에 나타났던 

둥근 지붕의 긴 벤치로 걸어온 노부인이 벤치에 앉아 거리 구경을 한다.(Very 

Long Shot)

쇼트21(Scene10#: 23분 18초～23분 33초): 카메라 저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

린 노부인의 얼굴 옆모습 클로즈 업.

쇼트22(Scene11#: 23분 34초～24분 31초): 쇼트11의 백발 할머니 뒷모습

(Long Shot)이 그 로 다시 나타나고, 곧이어 저 멀리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 계단

을 수도승(Very Long Shot)의 모습이 나타난다. 뒷모습이지만 할머니가 수도승을 

주시하듯 고개를 살짝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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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在水上》 쇼트22

쇼트23(Scene12#: 24분 32초～26분 43초): 쇼트21에 등장한 노부인 모습이 

다시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카메라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모습이다. 중간(25분 34

초 무렵)에 배경 음악 추이핑(崔萍)의 <丢不了的情义>가 흘러나온다.(Close Up)

 《行在水上》 쇼트23

쇼트24(Scene13#: 26분 44초～28분 9초): 崔萍의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

파트 담벼락 중앙의 입구를 향해 수도승이 걸어간다. 음악이 끝나고 수도승은 입구

로 진입한다.(Very Long Shot)

 《行在水上》 쇼트24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Fade in). “古晉七層樓, 建於一九五八年, 我在這裡度過

美好的童年。蔡明亮” (fade out)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다는 점에서 작품 전반에 향수라는 키워드가 

작동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차이밍량이 실제 이주한 경험을 갖고 있고,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그의 작품에서 ‘고향과 디아스포라’라는 두 主旨를 동시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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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실제 과거 차이밍량의 작품에서 디아스포라적 

요소를 찾으려는 입장27)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개념에 해 과도하게 외연을 넓

힌 경우가 아니라면, 차이밍량의 작품에서는 사실 그러한 요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작품은 어린 시절과 고향, 그리고 고향 마을 사람들의 늙은 모습

에 사색하는 그런 화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때에도 다음의 관점에 주의해야 한

다.

동시에 탈 토화는 화사, 흥행주들, 여행사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는데, 이들이 번창하는 이유는 삶의 장소를 바꾼 이들이 자신의 고향과 접촉을 유

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은 부분적으로는 발명된 것이다. 그것은 단지 

탈 토화된 집단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은 때로는 지나치게 환상적이

고 일방적이어서 새로운 인종적 갈등들을 격화시키는 연료로 기능하기도 한다.28)

Ⅳ. 《西游》의 쇼트: 거꾸로 보기와 포말

《西游》도 앞의 작품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제작되었지만, 외형상 확연한 차이도 

있다. 우선 장편이라고 할 정도로 화의 편폭이 폭 늘어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여행지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거리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행에서 이루어지는 ‘만

남’도 화 전면에 부상한다. 리캉성이 프랑스 배우 드니 라방(Denis Lavant)과 

만나는 이 작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이자, 상업 무역 항구로서의 문화교류와 

이민자의 도시인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에서 붉은 가사를 걸친 수도승이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담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앞의 두 작품이 보여주는 롱테이크와 고정촬

을 더욱 강화하여, 두 배 정도 늘어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원 씬-원 쇼트 전략 하에 

27) 문관규, <동아시아 화 작가의 디아스포라적 경향과 트랜스 로컬 시네마의 가능성>, 

《민족미학》  12권 2호 참조.

28)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 외2인 譯, 《고삐 풀린 현 성》(서울: 현실문화연구, 2004),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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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쇼트(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 자막 한 쇼트를 제외)만으로 작품 전체를 구성하

고 있어, 외관상 단조롭기 짝이 없다보니, 관객에게 무한한 인내와 세심한 관찰을 

요구하는 화이다. 먼저 작품의 장면을 따라가 보자.

쇼트1 (약 8분). 중년을 훌쩍 넘은 듯한 늙은 사내(드니 라방 분)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Big Close Up). 가로 누워 바라보는 듯한 자세의 

얼굴에는 패인 주름살만큼 인생의 격랑을 다 겪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다. 다소 먼 

곳에서 마치 물이 세차게 흐르는 듯한 소리가 깔려 있고, 인물은 간혹 눈을 깜빡이

거나 숨소리를 내는 동작, 미세한 근육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특

이한 점은 인물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를 보는 시각 경험

은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를 인식하는 시선과 사기를 통해 스크린의 상

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이라는 이중 구조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두 시선이 

카메라 렌즈와 사기를 매개로 형성된 화 내의 소실점을 통해 일직선상에 놓인 

하나의 시선이 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감독의 시선, 관중의 시선이 인물의 시

선과 맞닿아 있다. 누가 누구를 관찰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보는 자가 곧 보이

는 자가 되는 경험, 예컨  관객의 시선이 인물의 시선으로 빨려 들어가 세상을 보

게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

 《西游》 쇼트1

쇼트2 (약 2분 10초). ‘쇼트1’에서 드러난 음향(세차게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소

리, 숨소리)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古城의 칙칙한 지하 벙커 같은 곳에서 

붉은 가사를 걸친 승려가 느린 걸음을 있다(Full Shot). 수도승(리캉성)은 고개를 

숙인 채 맨발에, 두 손을 手印하고, 아주 천천히 오른발을 내딛고, 이어 왼발을 내

딛으며 화면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로써 서양인(‘쇼트1’)과 동양인(‘쇼트2’)

의 조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쇼트1’의 얼굴 시선은 이 수도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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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游》 쇼트2

쇼트3 (약 1분 30초). ‘쇼트1’과 ‘쇼트2’의 배경 음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승

은 지하의 출구를 향해 뻗어있는 계단을 느리게 오른다(Long Shot). 이제 수도승

이 만나게 될 속세는 어떤 모습일까?

 《西游》 쇼트3

쇼트4 (약 1분 25초). 이제 늙은 사내도 밝은 세상에 나와 있다. 산봉우리가 저 

멀리 병풍처럼 둘러 처진 곳에, 시선을 하늘로 향한 얼굴(Big Close Up)이 이어진

다. 배 엔진 소리, 물결치는 소리,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바닷가이다.

 《西游》 쇼트4

쇼트5 (약 1분 49초). 수평으로 금이 간 검붉은 색 담벼락이 화면 전체를 채운 

가운데, 잠시 후 오른쪽 하단 끝에서 수도승의 수인한 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어 고개 숙인 수도승의 상반신이 조금씩 들어와 화면을 채워나간다(Close Up). 사

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가운데, 수도승의 깊은 숨소리가 이어진다. 

소림사 같은 중국의 사찰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검붉은 색 담장을 지나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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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랫동안 면벽 수도하던 승려가 속세로 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음 방향에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여정의 방향이라고 연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西游》 쇼트5

쇼트6 (약 1분 39초). 새 울음소리를 누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소리, 반짝

이는 물결과 섬들을 배경으로 한 지중해의 어느 해변,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하늘

을 향해 누워 있는 얼굴(Big Close Up)이 있다. 잠시 후 화면 중간에 마치 익스트

림 롱 쇼트(Extreme Long Shot)로 잡은 듯한 아주 작은 붉은 점이 해변의 울퉁

불퉁한 계곡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수도승이다. 비정상적으로 확 된 얼굴과 

작은 붉은 점의 수도승이 이렇게 비 칭적으로 한 화면에 처음 들어온다.

그렇게 만난 동양과 서양, 이미 높은 곳에 편안히 누워 지중해 바다의 햇살을 즐

기는 서양의 화와 굽이굽이 돌아오는 동양 화의 만남! 이제부터 <西游>는 본격

적인 화의 실험을 보여준다.

 《西游》 쇼트6

쇼트7 (약 1분 25초). 항구에서 걷고 있는 수도승을 익스트림 롱 쇼트로 잡은 

것 같은 장면이다. 수도승은 쇼트6에서 보여준 것처럼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제 항

구를 걷고 있다. 화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쇼트14와 비교해 보면, 이 항구는 마르

세유의 ‘  항구(vieux port marseille)’29)로 추측된다.

29) “마르세유가 시작된 곳 港(Vieux-port)에는 포세아에 도시 기원을 설명하는 석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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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이다. 수도승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랑

곳 하지 않고 해변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음악(거리 악사 Sébastien 

Mauro의 피아노 연주)이 흐르고 행인들도 꽤나 지나다니는 속세로 진입한 모습이

다. 그런데 이 장면은 쇼트14와 비교해 보면, 독특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람의 특성상 實景을 있는 그 로 찍은 것 같지만, 각이 진 바다가 실경

일 수는 없다. 자세히 보면 화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는 듯 한데, 

행인들이 그 선 부분을 지날 때 파동이 일어나고 그 부분만 살짝 엉클어진다. 거울 

같은 장치가 있다는 얘기! 항구 광장에는 파빌리온(Vieux Port Pavilion: 스테인

리스로 제작한 거 한 차양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감독이 그곳에 비친 장면을 

찍고 다시 화면을 180도 회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30)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뀌었

음에도 여전히 원래 위치에 있는 듯이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속세(혹은 유럽)

의 모습이 현실 그 로인가, 아니면 꿈꾸던 그 모습인가?

 《西游》 쇼트7

정박한 자그마한 배들을 반기고 있고 기원전 5세기 지중해를 건너 온 도기, 주석 등의 

교역이 있었던 흔적으로 로마의 상업 보세 창고 자리에 박물관이 있어 갈로-그리스와 

갈로-로마의 복합문명을 새겨놓고 있다. 상업교역에 있어서는 전체 골을 지나서 브리타

니아까지 지중해 생산물들이 교류됐다고 알려져 있다. 구 항구에서 지중해 해안가를 따

라 화가 세잔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손에 잡힐 듯 멀지 않은 곳에 크지 않은 섬들

이 마주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요무 가 된 이프섬

을 만나게 된다. 지중해를 향한 문이라 일컫는 커다란 사각형 문은 이민 온 마그레브인

들이 고향인 북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장니나, <이민자들의 關門 혹

은 언덕의 도시--지중해이야기 5_ 지중해의 항구, 마르세유>(《교수신문》 2013년 11월

20일)

30) 중국의 관련 사이트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 글이 있다. <征文: 冥想⋅影像诗--《西游》拉

片分析>(2014-07-20, http://www.douban.com/group/topic/5625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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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游》 쇼트7-180도 회전

 《西游》 쇼트7-Pavilion 實景

쇼트8 (약 1분 29초). 거리의 마네킹 앞을 느리게 지나는 수도승(Long Shot). 

지나가는 행인들과 거리의 소음만 들리고, 마네킹이나 수도승은 모든 존재가 똑 같

이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시적 구경거리이자,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장식물

이다. 마네킹의 목에 걸려 있는 가격표처럼, 수도승도 동양적 이미지의 붉은 가사

를 통해 그 존재적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실체나 본질과 이미

지 사이의 거리, 원본과 복제품 사이의 거리가 나타난다. 마네킹-수도승-버스 유리

창에 비친 수도승의 삼각관계가 화면 중앙에 놓인 삼각형 광고판처럼 안정적인 역

학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쨌든 차이밍량 감독은, 예컨  《行 》의 ‘쇼트17과 

18’에 나오는 궈푸청 광고처럼, 현 사회의 소비문화적 특정을 묘사할 때 상업광고

를 적절히 이용해 왔다.



차이 량의 ‘慢走長征’ 시리즈에 한 管窺錐指  113

 《西游》 쇼트8

쇼트9 (약 1분 3초).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요란한 어느 허름한 집안

의 거실. 방안의 풍경, 특히 달력과 ‘福’자 그림으로 보아 중국계 동양인으로 보이

는 사내가 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카메라 쪽으로 돌려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건다. 그러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내가 재떨이를 

비우려고 일어나는 순간 가려져 있던 수도승의 머리통이 창의 왼쪽에 나타난다. 비

우고 돌아서는 순간 사내의 눈에 수도승이 들어오고, 사내는 담배를 문 채 바라본

다(Medium Long Shot). 수도승은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다. 마르세유에 

화교들이 상당히 거주한다고 하는데, 전작 《行在水上》에서 보여준 디아스포라

(Diaspora) 경험을 화면에 가져 온 것일까?

 《西游》 쇼트9

쇼트10 (약 14분 40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수도승이 들어선다. 행인

들이 10초 정도면 지나치는 계단을 그는 14분 여 동안 내려온다. 오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화와 거리의 소음들만 들려온다. 내려오는 수도승을 따라 카메라도 내

려오고, 입구의 자연광조차 사라진 어둠 속으로 잠겨드는 수도승. (Very Long 

Shot에서 Full Shot으로 자연스럽게 변화). 전등조차 없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낡은 계단 통로, 벽면의 낙서 등은 이곳이 암흑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임을 상징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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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游》 쇼트10

쇼트11 (약 1분 4초). 허름하기 그지없는 방안, 침울한 표정의 어떤 사내가 어

지러운 침상에 앉아 있다(Medium Long Shot). 그런데 사내의 왼쪽 옆에 놓인 깨

진 거울이 놓여 있고, 그 거울 속에 수도승의 모습이 비친다. 지중해 건너편 어딘

가에서 낙원을 찾아 이민 온 듯한 사내가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것은 거울 반 편의 

수도승일까? 그렇다면 그는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을까?

 《西游》 쇼트11

쇼트12 (약 1분 45초). 마르세유의 시티 투어 관광버스가 떠나고 회전목마 시설

이 드러난다. 지나치는 행인들과 버스, 건너편 하늘을 가리키며 사진 찍는 관광객

들. 그 와중에 회전목마 오른쪽에서 수도승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뒤에 늙은 사내

(드니 라방)가 천천히 따르는 모습도 보인다(Extreme Long Shot).

 《西游》 쇼트12

쇼트13 (약 11분 25초). 비좁은 이면 도로와 카페를 배경으로, 수도승이 여전히 

느리게 걷고 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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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 늙은 사내가 수도승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천천히 

뒤따라 걷고 있다. 수도승이 화면 왼쪽으로 빠져 나간 후에도 늙은 사내의 모습이 

이어진다(Long Shot).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나 행인들 중 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들

이 많은 걸 보면, 이민자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 듯하다.

 《西游》 쇼트13

쇼트14 (약 4분 46초). ‘쇼트7’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르세유 부두 광장에 설치된 

파빌리온을 이용하여 찍은 이 장면은 상(허상)⋅하(실경)로 두 개의 세계가 선명하

게 립하고 있다. 카메라 옵스큐라처럼 상이 뒤집힌 형태의 광장 모습에는, 포말 

제조 곡예를 펼치는 사람이 상의 중앙 쪽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쇼

트7’과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리 악사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광장의 

이곳저곳을 제각기 흩어져 그러한 광경을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한적한 여유가 묻

어나는 풍경이다. 그러나 일시적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포말이 여정의 결말을 암

시하는 장치라고 본다면 그 여유는 한낱 덧없는 꿈일 수도 있다. ‘色卽空, 空卽色!’ 

어째든 2분 정도 후에 화면 상단 우측 끝에 붉은 옷자락이 아주 살짝 비치기 시작

하더니, 아주 느린 속도로 수도승이 화면 속으로 들어온다. 본격적인 여행의 마무

리 단계이다. (dissolve out). 이어 자막(Fade in)

 《西游》 쇼트14

그런데 어쩌면 수도승이 보여주는 느림의 의미를 따라 행하는 늙은 사내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의 구체적 양상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겠다. 주위의 사물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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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을 차분히 바라보고(‘쇼트1’), 갇힌 자신을 관조하고(‘쇼트3’), 빛나는 세상과 굴

곡진 삶과 사람들에 해 사색하고(‘쇼트6’), 상 적 가치를 따라 배우는(‘쇼트12’와 

‘쇼트13’) 것 말이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흘려버리거나, 그냥 바라보

는 것에 그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수도승의 느린 걸음에 공감하고, 그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해 모든 세세한 동작들을 보고 익히며, 삶을 관조하는 통찰력을 체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포말을 만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지는 포말

을 부단히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차이밍량 감독은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金剛經》에는 나오는 四句偈를 보여준

다.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又如電, 應作如是觀”(Like a tiny drop of de

w, or a bubble floating in a stream; Like a flash of lightning in a sum

mer cloud, Or a flickering lamp, an illusion, a phantom, or a dream. So 

is all conditioned existence to be seen)

이 게송은 략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

고, 또한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하니, 속지 말라는 

의미가 《西游》의 ‘쇼트14’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動과 靜의 립 구조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체현하고 있는 수도승은 동

서양의 만남, 욕망을 변하는 마네킹 같은 유럽인의 허상, 어두운 도시 이면의 모

습, 유럽인과 이민자의 상 적 격차 같은 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승

은 떠남과 도착, 만남이 어우러지는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 가서 게송의 의미를 체

득한 것일까, 아니면 가르치고 온 것일까? 반 로 유럽인들 혹은 우리가 본 것은 

고행을 통해 생의 의미를 절절히 갈구하는 한 승려인가, 아니면 오리엔탈리즘에 채

색된 눈에 비친 볼거리로서의 불교 혹은 동양의 이미지인가? 그것도 아니면 티베트

의 자유를 꿈꾸는 라마승31)인가? 어쩌면 이 모든 물음이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

31) 붉은 가사를 입은 승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티베트 라마승

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유명한 문예이론가이자 北京大學 藝

術學院 교수 왕이추안(王一川)도 《行 》를 언급하며, 중국에서 보통 사용하는 ‘和尚’이 



차이 량의 ‘慢走長征’ 시리즈에 한 管窺錐指  117

이며 그림자 같은 것’일 지도 모른다.

Ⅴ. 結

불교 경전에 정통해서 ‘三藏法師’라 불렸던 玄奘法師는 더 큰 깨우침을 얻기 위

해 멀고도 험한 여정을 떠났다가 불경 600여 권을 갖고 돌아왔다. 세상을 교화시

키기 위해 떠났던 玄奘法師의 여정을 찍고 싶었던 차이밍량 감독은 이 작품들을 

통해 어떤 사유를 보여주고 싶었을까?

차이밍량 감독의 ‘慢走長征’ 시리즈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 한 미장아빔의 중심

에는 결국 《金剛經》이 있었다. 《金剛經》이 작품들 하나의 구조에 스며들어 일관된 

구조를 만들고, 이것들은 마치 프랙탈(fractal)32)처럼 거 한 미장아빔의 전체 구

조와 유사한 형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반복은 차이를 내재한 

반복이다. 작품들은 계속 변주되지만, 상이한 공간에 내재된 차이 또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가타리와 함께 더 이상 존재나 실체의 형이상학에 머물지 말고 무한한 

생성적 과정의 철학과 과학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무수한 차이를 변주해 내면

서도 자기-조직적 반복을 거듭해 역동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이-존재

적 생성이 그것이다. 나는 차이와 반복의 프랙탈한 운동이 자연, 생명, 인간, 문

화, 사회,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개념이자 공통감각이라고 보았다.33)

그렇다면 화의 주인공 수도승——사실은 감독 차이밍량——은 절 느림의 경지

아니라, 무심결에 티베트어 ‘喇嘛’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王一川、胡克、吴冠平、沙

丹、叶航、云飞扬, <名人微電影美學特征及微電影发展之路>, 《當代電影》 2012年 6

期, 102쪽 참조.

32) “차원분열도형. 이 도형은 극도로 불규칙적인 곡선들과 도형을 지닌 어떤 것으로 이 가

운데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해도 그 부분은 도형 전체 혹은 그보다 작은 부분을 그와 같

은 크기로 확 ⋅축소하 을 때, 같은 모양을 지닌다.”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 외2

인 譯, 《고삐 풀린 현 성》(서울: 현실문화연구, 2004), 349쪽 역주19.

33) 심광현, 《프랙탈》,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10쪽.



118  《中國文學硏究》⋅제57집

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차이와 반복에 한 깨달음을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시간의 속도에 갇힌 삶에 한 풍자도 세인들에게 말

하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유한한 삶에 있어서 빠름에 한 욕망과 시간 경쟁은 허

망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생각 없이, 걸음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자연스럽게 표출하고자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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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近蔡明亮 演的電影有了新的變化, 那就是蔡 演穿越了舞臺劇 電影

之境界而創作了非營利性“微電影”。在那種電影中, 我們要値得主義的是《無

色》、《行 》、《夢游》、《金剛經》、《行在水上》 新作《西游》, 蔡 演把這六篇

作品叫作“慢走長征”(或“行 ”)系列。
本文認爲，“慢走長征”系列通過一個行 的超漫步反映出世界，由此來

觀衆要求進行反思整個人生。不但如此，“慢走長征”系列 于電影這一槪念還

提出新的思路。然而， 于蔡 演的這類作品，學術上的硏究和關照還是远远

不够。特別， 于蔡 演及其作品的硏究大部分是集中于2010年以前作品。因

此，本文以《行 》、《行在水上》、《西游》爲中心，着重论述了“慢走長征”系列的

意義了。
本文認爲，“慢走長征”系列製造着巨大的故事性“镜中镜的视界(mi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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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yme)”, 其中心里終于現示出《金剛經》。并且這篇《金剛經》渗透着每個作品

里而創造出一定的結構, 這就像分形(Fractal)運動一樣，又不斷地反復展現

出故事性“镜中镜的视界”。可是這種反復就是差異內在的反復，作品繼續在變

奏中，也現示出不同的空間內在的差異。總之，“慢走長征”系列的主人公——實

際上是蔡明亮 演——，通過 于只有在超漫步的境界上能體驗的差異 反復

的覺悟，講述了一些道理，比如说，在匆匆促促地流去的日常生活中，我們失

去了許多重要的東西，或 說，它諷刺了被時間的速度捆住的人生。

【主題語】

차이밍량(蔡明亮; Tsai Ming-liang), ‘慢走長征’ 시리즈(‘Walker’ series), 마이크

로 화(微電影; Micro Movie), 行 (Waker), 行在水上(Walking on Water), 

西游(Journey to the West), 미장아빔(镜中镜的视界; Mise-en abyme), 프랙탈

(分形; Fractal), 再現(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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