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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적 리얼리즘과 프랑스 영화 작가들 

• 1930~40년대 프랑스 영화계를 주도.  

• 전세계에 프랑스 영화의 중흥을 이끌었던 영화들을 통칭 

• “문예영화”라고 불렸던 이 경향의 모순성은? 

리얼리즘:  

당대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정신 

시적: 

서정적 대사 및 영상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표현하려는 

예술의  

표현적 경향 



• 시적 리얼리즘이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형성한 이유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들(자크 프레베르,  

                                       앙리 장송, 샤를르 스파크 등) 

명배우들(미셀 시몽, 장 가벵, 루이 주베 등) 

사회적 분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 (1929~1939) 

독일의 ‘거리 영화’(Strssenspiel film) 운동(20년대 중반)이 

   직접적인 영향 

화면의 조형적 구성 및 카메라와 조명의 탐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독일 표현주의 운동에 반대 

 

 



 

• 우선 시적 리얼리즘 감독들은 ‘거리 영화’의 경향대로 

                                  ‘거리’를 작품의 주요 무대로 삼음 

서민들의 고달픈 삶과 부랑아, 탈영병, 창녀 등  

                    주변부 사람들의 불행한 인생역정을 보여줌 

• 그러나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거대한 스튜디오에 재구성된  

    서민적 거리를 점차 영롱한 불빛과 축축한 안개를 동원해  

    서정미 넘치는 공간으로 장식 

아름다운 시적 정서가 비참한 현실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감 

 

 



 

• 이후 시적 리얼리즘은 거리를 무대로 서민들의  

                             애환을 다루는 리얼리즘 정신을 계승 

• 동시에 지나친 ‘정서 지상주의’를 배제하고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기록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으로 발전.  

                        예: 자전거 도둑(비토리오 데 시카, 1948) 

 



• 시적 리얼리즘은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1930년대의  

             세계영화사 흐름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현상 

문어체적이고 시적인 대사를 중요시하는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은 배우의 발성 연기와 대사의 묘미에 의존하는  

                초기 유성영화의 풍토에 잘 부합하기 때문 

• 예: 시나리오 작가로 변신한 시인 자크 프레베르는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들을 만들어 냄 

 많은 문학 작품들이 영화로 각색됨 

 



2. 주요 감독들 

• 쥘리앙 뒤비비에, 마르셀 카르네 :  

                 시적 리얼리즘을 이끌었던 대표 감독 

 

• 장비고 :  

    1934년에 단 4편을 남기고 29세에 요절한 비운의 감독.  

    30년대 초, 시적 리얼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선구적 감독으로 평가.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의 창시자 

 

 

 



• 장 르느와르 : 프랑스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시네아스트 

   <시민 케인>(1941)의 오손 웰스와 비교되기도 함.  

예리한 사회 비판의식을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도,  

                   딥 포커스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탐구. 

 자연주의에 가까운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을 견지하면서 

       몽환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 

          <랑주씨의 범죄>, <위대한 환상>, <게임의 규칙>  

 시적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 

 



장 르느와르(1894-1979)의  

위대한 환상 (1937)  

오프닝 크레딧. 

 

감독,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을 확인해 보라 



위대한 환상 중  

딥 포커스의 예. 책 읽는 병사를 

전경에 두고  

후경에 다른 병사들을  

배치 시킴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롱 테이크를 통해  

편집 보다는 미장센에  

중점을 둔다.  



• 마르셀 카르네 :  

   가장 전형적인 시적 리얼리즘 영화를 만든 감독.  

   시나리오를 맡은 자크 프레베르와 공동작업 

도시 주변의 소외된 삶에 대한 그의 세심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과 프레베르의 서정성 넘치는 대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룸. <안개 낀 부두>, <북 호텔>,  

   <새벽>, <인생 유전>등이 그 대표작 

  이들 모두는 흥행에 크게 성공.  

 프랑스 영화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기록 



3. 전후 쇠퇴와 변화 

 

• 감동과 서정미로 세계를 풍미했던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2차 세계대전으로 쇠퇴 

•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본래 경향: 

당시 프랑스 사회에 만연했던 온갖 부정적 요소들을 들

추어 내고  

지배 문화로부터 소외 당한 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그대

로 보여주는 것 



• 그러나 카르네, 뒤비비에 등 주류 감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보다는 지나치게 서정적이며 상징적

인 수사학적 표현에 치우침 

현실 도피적인 인상을 강하게 남김 

 

• 그럼에도 이 경향의 영화들은 2차 대전 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프랑스인들의 불안과 절망을 우수 어린 언어와 이미

지로 표현해냄 



• 특히 비고와 르느와르의 영화는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단순한 직접화법보다는 자유로운 상상과 초현실적 기

법 등이 더해진 풍요로운 영상으로 표현 

훗날 현대 영화에서 추구하는 주관적 리얼리즘의 전례가 됨  

 



4.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예:  

 

안개 낀 부두  

Le Quai des brumes 

(마르셀 까르네, 1938)에  

나타난 시적 리얼리즘의 

여러 양상들 



영화의 감독, 배우, 시나리오,  

원작에 관한 오프닝 크레딧. 

시적 리얼리즘의 대표작이다.  



장소가 제시되고… 언제나 안개가 개입되고 있다.  

소외되고 인생이 힘든 인물들은 쉽게 친구가 된다. 

이들에 대한 감독의 동정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에 관한 대사, 떠돌이 개는 영화의 서사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언제나 안개가 지배하고 있다.  

주인공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인물들의 공통점은? 현실 도피적…  

낙원을 찾는… 그들의 특성은?  

영화 서사 전체 속에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대사를 보라. 시적이다.  

갑자기 [부르주아] 건달들이 나타나고… 

시적인 대사와 현실[폭력]이  

교차되고 있다. 



자벨(미셀 시몽), 추악하고 위선적인  

부르주아가 보여주는 술수와 

주인공의 비판적 행동 



쟝(쟝 가벵)과 넬리(미셀 모르강)  

사이의 시적 대사. 

그리고 파라과이(이상향)로 떠나려는 탈영병,  

도망자의 시선으로 처리된  

떠남에 관한 영상언어를 보라. 



사랑과 인생의 갈등… 떠나려는 자의 마지막… 

언제나 안개가 지배하고 있다.  

영화 시작 부분에서 암시된 죽음에 관한 대사

와 떠돌이 개를 통한 은유는 작품 전체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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