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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제6세 ’ 감독이라 불리며, 국은 물론이고 세계 화사에 상당한 향을 

끼쳤던 지아장커(賈樟柯) 감독! 물론, 한국의 화계도 극찬과 함께 그의 화에 

빠져들었는데, 그 열기가 지아장커 감독을 소개하는 단행본1) 출 으로 이어질 정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서울여자 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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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의 편집자는 王家衛, 侯孝賢, 張藝  감독 등이 ｢가장 기 하는 새로운 국 화 감

독으로 한결같이 지아장커를 제일 처음으로 꼽는다｣고 지 하며, 지아장커 감독을 다음

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아장커는 국 화의 주류에서 벗어난 감독이다. 그는 국

에서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 펀양 출신이다. 부모 세 가 

문화 명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는 우등생과는  거리가 먼, 소도시의 불

량 학생으로 자랐다. 화를 하고 싶어 북경 학원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주

류로 받는 연출과가 아닌 문학과를 다녔다. 화를 으면서도 그는 당국의 허가와 

무 하게 혼자 돈을 모아 친구 같은 스텝들과 작은 화를 만들었다. 앞선 세  화감

독들이 조국의 실을 그림엽서 속 풍경으로 만들면서 당국과 세계 화시장에서 인기를 

모았을 때, 그는 이제 막 근 화에 휩쓸리는 고향 펀양의 소매치기나 문화 명 당시의 

유랑극단, 명 을 맞아도 집에 못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화에 담았다. 그러나 객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동화 인 는 화려한 국 화들보다 좀은 허름하고 일견 소박

해 보이는 —그러나 그런 형식들은 지아장커의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 그의 화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한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살고 있는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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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의 기작에 속하는 《任逍遙》를 다시 논하는가? 물론, 기존 

연구 성과들이 거둔 일정한 성과를 부정하거나 혹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

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지아장커 감독의 화  특징들을 잡아내기 해, 여러 

작품들을 한꺼번에 다루거나 최근 작품들을 심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보니, 《임

소요》 같은 개별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학  성취를 충분히 밝 내지 못했을 거라

고 본다.

《임소요》에 한 한국의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화에 담긴 

홍콩의 액션 화나 음악 혹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  픽션》에 한 모

방 등에 주목하면서, 《임소요》는 지아장커 감독의 화가 ｢ 화와 음악 등 

소비문화에 한 섭렵과 복  재해석 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

조하는 2)을 우선 으로 들 수 있다. 그 지만 이후의 연구들은 체로 비슷한 

층 에서 진행된 연구 경향을 보여 다. 즉, 국의 사회 실에 한 ‘인식의 지도 

그리기’라는 에서 리얼리즘의 승리이지만, ‘허무’의 미학을 보여 다고 보는 견

해3)처럼, 국 사회 실을 사실 으로 묘사했다는 을 시하는 연구4)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국의 ‘지하 화’5)을 변하는 인 인물로 등장한 지아장커 

한 질문과 탐색은 자신의 삶에 한 진지한 질문으로도 이어져, 지아장커의 화는 우리

에게 고민과 깨달음의 길을 열어 다.｣ 실문화연구 편집부 편, 《지아장커, 국 화

의 미래》(서울: 실문화연구, 2002), ‘편집자 서문’.

2) 유경철, <지아장커(賈樟柯)의 《샤오우( 武)》읽기— 실과 욕망의 ‘격차’에 하여>; 《中

國學報》第52輯, 217쪽 참조.

3) 유세종, <‘웨이좡(未莊)’에서 ‘펀양(汾陽)’까지—지아장커(賈樟柯)의 ‘고향삼부곡’론>; 《

어 문학》 38집, 305⋅324⋅325쪽.

4) 도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농민들의 시각에서 지아장커의 기작을 개 한 조

혜 의 논문(<寫實의 시인, 화의 ‘民工’ 지아장커가 그린 국의 화 — 《 山回

家》, 《 武》, 《站台》, 《任逍遙》, 《世界》에 한 작가론  고찰>; 《 국학연구》 제36집)

이나, ｢ 화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쓰는 역사가 아닌 민간인의 기록의 방식으로 

국 역사를 쓴다｣고 보는 박정희의 논문(<지아장커의 화로 본 국문화사>; 《동북아문

화연구》 제13집, 26쪽)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의 연구 경향도 

동소이하다.

5) 지아장커가 한국에 소개될 때, ‘지하 화(地下電影)’라는 용어가 함께 따라붙었는데, 아

마도 국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의 개념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 할만하다. 임 근, <지아장커(賈樟柯): 육체와 자본이 결정하는 ‘ 국 ’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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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이미지나 그의 기 화들이 다루고 있는 인물들과 소재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화  잡지에 소개된 지아장커와 <임소

요>에 한 평론 혹은 소개 들도 부분 그와 같은 층 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이에, 본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기본 으로 계승하면서, 한 때 미술을 공부

했었다7)는 지아장커 감독의 화에는 분명 상구도 면에서 독특한 구상을 담고 

있다는 단에 입각해, 화 텍스트와 莊子의 胡蝶之夢에 나타난 시선을 심으로 

《임소요》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한 탐구>: ｢우리가 지아장커를 국의 ‘독립 화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다양한 기

감이 뒤섞인 명명이었다. 독립 화는 할리우드의 화들이 인간과 세계, 술에 한 진

지한 탐구를 포기하고 자본과 상업성에 매몰되어 갈 때, 그에 한 반격으로서 의미를 

지녀 왔다. 국의 독립 화는 거기에 더해 ‘5세 ’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가주의 화라

는 화사  맥락과 정부 당국의 화 제작, 검열 시스템을 벗어나 있다는 맥락 등을 더

해 왔다. ‘독립 화’, ‘6세 ’, ‘지하 화’ 등과 같은 명명들은 그런 맥락을 고스란히 반

해 왔다. 그러나 어떤 명명이든 권력을 가진 주류 이데올로기에 항하는 은 정신으로

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에서는 이의가 없다.｣(《오늘의 문 비평》 2009년 가을, 

203쪽).

6) 지아장커 감독이 한국에 본격 으로 소개되기 시작할 무렵의 많은 들 에서, 여기서

는 《임소요》가 한국  맥락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만 언 한다. 

정성일은 지아장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올해 5월 칸 화제 경쟁부문에 온 지아장커의 

세 번째 화 <임소요>를 보는 순간 이 화가 올해 내가 본 화들 가운데 가장 요한 

화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칸은 그동안 소문이 나

돌았던 첸카이거의 <북경 바이올린>, 장이모의 < 웅>, 티엔주앙주앙의 <작은 마을의 

>, 장 치의 <아름다운 시 >을 모두 거 하고 지아장커의 <임소요> 단 한편을 올해 

경쟁부문에 하 다. 그건 일종의 선언 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국 화의 세

교체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화는 칸에 첫 번째 받은 포스

트 천안문세 (後天安門世代)의 화이다.｣(<“5세 의 배신을 넘어, 지하 은 진한

다”—정성일, 지아장커에게 국 화의 재를 묻다>; 《씨네21》 380호, 50쪽).

7) 程靑松⋅黃鷗, 《我的攝影機不撒謊: 先鋒電影人檔案—生於1961～1970》: ｢ 학교를 

졸업한 나는 山西省 太原에 있는 한 미술학교로 가서 미술을 배우고 있었다. 본래는 평

면 회화에 열 해야 했지만, 陳凱歌 감독의 《黃土地》을 본 나는 내심 깊은 곳에서 敍事

의 욕망이 충만함을 발견하고 화에 투신하기로 결정했다.｣(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02),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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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 문화와 화  특징들

궁핍했던 지방의 소도시 출신 지아장커는 학에 진학한 자신과 달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향 사람들을 이 게 회고한다.

…( 략)…모두 생명에 한 책임, 다른 사람에 한 책임을 다하기 하여 이

상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  이상을 굳세게 지켜갔던 우리가 치른 가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감당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상을 포기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했다.  안에서의 삶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 일 년 

과 일 년 후도 마찬가지이다. 내 화에서 비애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그

들에게 더 이상 생명의 기 이 나타날 리가 없고 가능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으

며, 남은 것은 단지 시간과 투쟁하는 평범한 인생뿐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을 깨닫게 된 후, 나는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 히 달라지게 

되었다. 난 소  패배자, 소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들을 비로소 정말로 느끼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난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힘은 사회를 계속 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느 다.8)

이러한 의식이 흔히 ‘故鄕三部作’이라고 불리는 《샤오우( 武)》⋅《 랫폼(站台)》⋅
《임소요》를 제작한 이유일 것이다.

《임소요》는 국 소도시(山西省 大同)의 하층민 빈빈(郭斌斌)과 샤오지( 濟)의 

룸펜 생활을 심 소재로 다루면서, 결국 그 두 청소년(19세)이 은행 강도로 나섰

다가 미수에 그치고 마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는 국의 독립 화

(혹은 지하 화)를 이끌었던 張元 감독이 《북경 녀석들(北京雜種)》(1993)에서 보

여 주었던 ‘하 문화(subculture)’와 맞닿아 있다9)는 에서, 1990년  등장한 동

시  은 감독들이 당시 국 사회에 해 공통 으로 가졌던 문제의식과 화 미

학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8) 《지아장커, 국 화의 미래》, 16～17쪽.

9) 이 에 해서는 졸고 <張元 화의 하 문화와 권력 탐색—《北京雜種》ㆍ《東宮西宮》⋅
《過年回家》를 심으로>(《中國文學硏究》 제33집),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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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하 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부화된 것, 지배 인 가치와 윤리로

부터 배격 당한 것, 동시 의 지배 인 문화  형태와는 다른 새롭고 이질 인 문

화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 문화는 한편으로는 그 내부의 능동

인 요인으로 인해 주류문화를 거부한 것이며 지배 인 가치와 윤리를 배격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하 문화의 주체형태는 계 론 으로는 노동자/룸펜(하층) 롤

타리아의 치를, 세 론 으로는 부모들의 기성문화에 반 되는 청년문화의 

치를, 성애론 으로는 이성애에 반 되는 동성애의 치를, 인종 으로는 백인 정

체성에 반 되는 유색(혼 인) 정체성의 치 속에서 형성된다. …(후략)…10)

화의 첫 장면은 바로 ｢노동자/룸펜(하층) 롤 타리아의 치｣에 속한 주인공

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담배를 꼬나문 빈빈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한참 달린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할 일없는 은이들이 모여 노닥거리는 역의 합실11). 빈빈과 

샤오지도 그곳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샤오우( 武)가 다가와 주류생산업체(蒙古

王酒廠)에서 연기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해 다. 잠시 후 세 명은 차례로 건물 밖

으로 나오는데, 복권 고 방송이 짓 르고 있는 거리에서는 경찰이 샤오우를 잡아

간다. 해고당한 빈빈과 무직인 샤오지는 이처럼 복권으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삶

에서 주변화되고 배격당한 존재로 등장한다.12) 이어지는 장면은 주류 고 극단의 

배우 선발 회(蒙古王酒廠的 試現場)인데, 챠오챠오(趙巧巧)가 나와 축하 공연

을 하고, 샤오지는 그런 챠오챠오에 매혹되어 그녀를 욕망하게 된다. ‘天下가 繁榮

하여 和平하게’ 되는 ‘사람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상 사회’라는 의미를 가진 소

도시 ‘大同’이라는 이 공간에서, 도시의 하층민들이 스럽기 짝이 없는 공연에 열

하는 모습을 보는 객들은 실소를 머 으면서도 결핍과 갈등의 징후를 보게 된

다. 이후 화는 편모, 편부 슬하에 자란 의 세 인물들이 때로는 물질  결핍, 출

구 없는 어두운 미래13)와 사랑에 좌 하고,  때로는 부모 세 의 가치 과 충돌

10) 딕 헵디지, 이동연 譯, 《하 문화: 스타일의 의미》(서울, 실문화연구, 1998), 8쪽.

11) 이때 합실에서 속옷 차림에 미친놈처럼 혼자 <축배의 노래> 부르는 이가 있는데, 감

독 지아장커가 카메오(Cameo)로 출 한 것이다.

12) 유세종: ｢신자유주의의 주변부의 주변부, 그리고 다시 그것의 주변인 로컬 공간과 그곳

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의사와 무 하게 들어와 있는 신자유주의 인 삶의 방식은, 

《임소요》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직 이들에게 아득한 다른 세계의 일이다.｣(앞의 논문, 

320쪽).

13) 《지아장커, 국 화의 미래》: ｢…당시 작은 시골에서 큰 도시로 가고 싶다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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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은 하 문화의 항성에 한 이해이다. ｢하 문화는 정치 이

고 이념 인 항보다는 육체의 탈 기  표 을 통한 스타일의 항을 강조하면서 

항 방식이 화될 필요성을 시해 다｣고 할 때, ｢ 요한 것은 스타일도 하나

의 항방식이 된다는 , 아니 스타일을 통한 세  항이야말로 계 성과 성과 

섹슈얼리티와 세  모순이 뒤얽  있는 사회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더 솔직

한 육체  자기발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담론화하는 것이다.｣14) 

다시 말해, 이 화의 항성은 무모한 은행 강도 행각에서 드러난다기보다는 인물

들의 말투15)와 행동16)이나 외형  스타일17)에서 우선 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화의 가장 기본 인 주제는 자유로운 삶에 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애니메이션 속의 孫悟空을 동경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

는 나비를 부착하고, <任逍遙>를 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

운 삶을 꿈꾼다는 것을 단 으로 드러내는 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

회  경제  억압 속에서 아무런 탈출구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 화끈하게 살고 싶은 샤오지이지만, 그가 타는 오토바이는 조 만 가 른 길을 

만나도 허덕거리는데, 결국 화 마지막에 은행 강도 행각이 실패한 후 히 도망

가야 하는 그런 한 상황에서 멈춰버린다. 군에 입 해서 답답한 실을 벗어나

두 가지밖에 없었다. 군 에 입 하거나, 학에 들어가는 것. 군 에 입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 학에 가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 했던 터

라 그림을 배우게 되었다. 미술 학교의 문화 과목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어서, 우리 같

은 아이들은 그림을 배웠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상 같은 건 없었다. 단지 살길을 찾

아야 했다.｣(앞의 책), 14～16쪽. 이러한 지아장커의 회고는 이 화에 그 로 반 되

어 있다. 빈빈은 탈출구로서 군 에 지원하고, 여자 친구는 베이징에 있는 학에 지원

하여 탈출을 꿈꾼다.

14) 딕 헵디지, 앞의 책, 8⋅9쪽.

15) 斌斌: ｢我把 板炒了, 看他不顺眼｡｣, ｢我们是社 上的啊｡｣, ｢WTO還不簡單嘛! 不

就是些賺钱的嘛! 你看孫悟空多好! 沒爹沒媽, 沒人管, 多自在! 也不用管什麽鳥蛋

WTO｡｣, ｢好! ……你 來不 收兎子吧?｣, ｢我聽他們說, 國際貿易就是收兎子､ 收租

兒｡ 然後賣到烏克蘭｡｣.
16) 경찰서에 잡힌 상황에서도 노래 <任逍遙>를 과감하게 부르는 빈빈의 모습 등.

17) 나비 문양이 들어간 복장, 불꽃 문양의 셔츠, 우마 서먼의 헤어스타일, 담배, 오토바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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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던 빈빈은 간염이라는 복병을 만난다. 그들은 이 듯 고비마다 자신들을 짓 르

는 공간의 제약과 삶의 무게를 히 경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화 내

용은 빈번하게 응용되는 ‘롱 테이크’와 ‘수직의 몽타주’와 같은 형식 인 특징 속에

서 드러난다.

이 화는 객의 시선을 끌만큼 흥미로운 사건의 개도 없이 카메라가 마냥 인

물들의 동선을 오래도록 따라 다니는듯한 형식 속에서, 그리고 인물들의 간결하면

서도 무덤덤한 화를 길게 기로 담아내면서, 일견 지루해 보이지만 화의 사실

성 혹은 진실성을 확보해 간다고 할 수 있다.18) 그래서 혹자는 이 화에 한 인

상을 이 게 기술한다.

그것은 아닌 듯 하면서 주도면 하게 편집되고 이어지는 의도된 디테일이다. 그

로 드러내 시하듯 이어지는 지루한 디테일은 동작과 심리가 진행되는데 소요

되는 실제의 시간까지 그 로 옮겨 놓은 듯하다. 걸어가는 동작의 연속 시간, 바

라보거나 서있는 동작의 연속 시간은 실제의 시간처럼 화를 보는 사람에게 그

로 요구된다. 단한 서사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참아야 하는 객, 화의 

지루함은 여기에서 나온다. 이 지루함은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들 삶의 실제

이고 사실이다. 지아장커는 실제 삶의 진정성을 그 로 재 한다. 집약이 아닌 나

열로 재 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의 열함’ 앞에 감독은 겸손하다.19)

감독의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나면서, 단히 효과 으로 묘사된 부분은 빈빈의 이

별 장면이다. 만남과 떠남이 교차하는 합실에 여자 친구가 나타나고, 두 사람의 

간단한 화가 이어진다. 빈빈은 학 생활에 필요할 거라며, 빌린 돈으로 마련한 

핸드폰을 선물로 주는데, 화면에는 여자 친구만 있다. 카메라가 반 편에 앉아 있

는 빈빈을 담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곧이어 여자 친구가 빈빈 으로 자리

를 옮기고 키스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빈빈은 간염 때문에 침묵으로 일 한

18) 화에서 가장 인상 인 롱 테이크 부분은 샤오지와 챠오챠오의 화 장면이다. 샤오

지가 챠오챠오에게 마음을 둔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데이트 같은 식사를 하며 서

로를 알아가는 모습을 컷의 환 없이 보여 다. 즉, 시  샷을 통해 화의 상 방을 

번갈아 보여주는 일반 인 양식이 아니라, 카메라를 좌우로 빠르게 돌리며 사하는 

사람을 번갈아 보여 다.

19) 유세종, 앞의 논문,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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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막을 모르는 여자 친구는 뽀로통해진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카

메라는 다시 그 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빈빈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여자 친

구를 보여 다. 기다리던 여자 친구가 마침내 자 거를 타고 합실에 들어와 빈빈 

에 멈춘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빈빈을 보고, 여자 친구는 합실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그의 에 멈춘다. 결국 그녀가 떠나고 카메라는 그녀가 나간 합실 문을 

멍하니 담고 있다. 두 번의 카메라 환으로 담고 있는 이 이별 장면은 빈빈의 

무도 애틋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 객은 주동 으로 두 사람의 이별에 끌려

들어 가게 된다. 즉, 객은 앞에서 본 것처럼, ｢모두 생명에 한 책임, 다른 사람

에 한 책임을 다하기 하여 이상을 포기｣했던 고향 사람들과 당시 국 사회의 

실에 한 감독의 문제의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수직의 몽타주’20)라고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성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잘 담아낸

다. 이 화는 시작부터 요란한 도시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 화의 서사가 이루

어지는 공간들은 몇 장면들을 제외21)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잡다한 소

음들, 가두방송, TV 소리로 채워져 있거나, 그러한 소음이 은연 에 깔려 있을 것 

같은 공간들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음향들은 기본 으로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

사를 보다 더 강화하는 수식  기능이 아니라, 서사 개와 비를 이루면서 독립

된 역할과 지 를 유지하는 법 인 조화를 지향하는 것들이다.22) 다시 말해, 

20) 이원곤, <몽타쥬(Montage)— 상언어의 기 >: ｢에이젠슈테인은 ‘수직의 몽타주’라는 

이론을 제시해서 몽타주론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내었다. 그것은 마치 필름 에 

상과 오디오의 분리된 트랙이 존재한다는 평범한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듯하다. 

마치 오 스트라의 總譜에서 각 악기를 한 악보가 존재하듯이 화  실도 이처럼 

평형하는 트랙 사이를 종단하는 ‘수직 ’ 계 속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

다는 것이다.｣(《월간미술》 1998.7, 154쪽.)

21) 화에서 소음이 사라지는 부분은 여 방, 안마 받는 이발소의 내실, 빈빈과 샤오지가 

강도 행각을 모의하는 집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모두 은 한 사  욕망이 분출되는 

공간들이다. 물론, 욕망을 분출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빈빈과 여자 친구가 

종종 시간을 보내는 비디오 방처럼, 소음과 고요함이 교차하는 공간도 있다.

22) < 상충돌, 제3의 의미—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이론>: ｢발성 화인 <알 산더 네 스

키>에서 에이젠슈테인은 ‘수직의 몽타주’를 표 했는데 이는 화면의 내용과 음향이 구

를 이루며 법  효과를 이 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 상업 화에서 음악과 음향이 

화면을 꾸며주는 보조기능에 머무는 데 반해 에이젠슈테인은 화면과 음향이 서로 독자

인 자리를 지키면서 상호논평하는 법  조화를 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성

화이자 에이젠슈테인 최 의 색채 화인 <이반 제> 2부에서는 이 몽타주 개념이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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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사로 화면에 개입하는 국가  서사―WTO가입문제, 法輪功 사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北京이 선정되는 장면, 미국과의 갈등(비행기 불시착), 고속도로 

개통 등―는 孫悟空의 일탈23)을 꿈꾸는 은이들의 개인 인 서사와 구를 이루

며, 주변부에 치한 ‘大同’과 그곳 사람들의 고립감과 비루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요컨 , 이 화는 하 문화의 항성을 나름 로 포착하고 있지만, ｢아주 평범

하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감당｣하면서, ｢단지 시간과 투쟁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애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세심하

게 고안된 화의 화면 구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Ⅲ. 胡蝶之夢과 시선

이 화는 화면의 구도 면에서 ‘Ｘ’자형의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다. ‘Ｘ’자형 구

도는 일반 으로 인물을 심에 놓기 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인물들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배경으로 하는 이미지를 통해, 방황

하는 빈빈과 샤오지의 자아 탐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보면, 

단히 인상 인 장면이 있다. 바로 샤오지와 챠오챠오가 여 방에서 莊子의 ‘逍遙遊’

에 해 화를 나 며 나비를 그리는 장면이다. 화 체를 통하는 소음(도시

의 소음, 국가의 그림자로서의 TV소리)이 화면에서 사라진 몇 안 되는 장면에 속

하는데, 느리게 움직이는 인물들과 간단한 사만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챠오챠오가 거울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여놓고 나비 그림24)을 그리고 있다. 그

채의 충돌과 립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화 람은 지독한 집 을 요할 만큼 머리

가 아 다.｣(《씨네21》 제165호)

23) 이 화에서 인물들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삶에 한 욕망은 ｢ 존하는 세계를 질서짓

고 그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 즉 ｢다양한 삶의 형태나 활동을 기존 질서의 경

계 안에 끼워 맞추거나 배제함으로서 스스로를 유지해 가는 그 경계선｣을 허물고, ｢이
미 존재하는 것의 외부를,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탈주’가 아니다. 이진경,

《필로시네마, 혹은 화의 친구들》(서울, 소명출 , 2002), 7쪽.

24) 화의 앞부분에서, 챠오챠오는 주류업체 고행사 장면에 처음 등장한다. <임소요> 노

래에 맞추어 ‘임소요’라는 ‘춤(現代舞)’을 추는 그녀는 나비 무늬가 있는 상의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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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묻는다. ｢장자의 나비 꿈 아니?(莊子夢蝶你知不知道)｣ ｢몰라.(不知道)｣ ｢장
자는?(莊子呢)｣ ｢알지.(知道)｣ ｢‘소요유’는 아니?(‘逍遙遊’知不知道)｣ ｢몰라.(不知

道)｣ ｢‘소요유’는 장자가 쓴 거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라는 의미로 한 말

이지.(‘逍遙遊’是莊子寫的. 他意思就是說, 你想干什么就干什么)｣ 챠오챠오가 나비 

그림을 완성하고 침 로 간다. 샤오지가 묻는다. ｢ 구에게 들었니?(你聽誰講的)｣ 
｢챠오싼.(喬三)｣ ｢제기랄!  챠오싼이야!(操, 又是喬三)｣ 잠시 후 챠오챠오가 샤

오지에게 다가가 그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화가 이어진다. 샤오지가 

묻는다. ｢ 희 둘은 어떻게 알게 된거야?(你們倆怎么認識的)｣ 챠오챠오는 ｢체육선

생님이었어.(他是我的體育老師)｣라고 답하고, 샤오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어!｣
라고 내뱉는다. 챠오챠오가 다시 말을 잇는다. ｢둘이 함께 잘렸지.(俺倆是一塊被開

除的)｣ 샤오지가 챠오챠오의 허리를 감싸며 화제를 바꾼다. ｢여기 나비는 뭐야?(這

兒怎么有只蝴蝶)｣ 챠오챠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비 스스로 내려와 앉았어.

(是它自己落上去的)｣라고 답하며 포옹한다. 이어지는 장면은 왼쪽 어깨 쪽에 나

비 문신을 한 챠오챠오가 버스에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

이를 타는 가는 샤오지의 모습으로 바 다. 웃통을 벗은 샤오지의 가슴 한 복 에

는 챠오챠오가 그린 나비 그림이 무슨 부 처럼 붙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변화

는 샤오지의  다른 自我像을 보여 다.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이러

한 설정은 《莊子》의 ‘逍遙遊’에 담긴 의미25)을 직 으로 드러냈다기보다는 ‘멋

로 하다’라는 ‘任’이 강조된 ‘任逍遙’를 풀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천궁을 마

음 로 활보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손오공 식의 정제되지 않은 자유로움이지, 

｢ 실 세계로부터 비약하여 이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 월론  자리

(transcendental position)｣를 확보한 大鵬의 얽매임 없는 자유26)가 아니라는 것

있는데, 나비는 바로 그녀의 트 이드마크이다.

25) 安炳周⋅田好根 공역, 《譯註 莊子1》: ｢상식을 뛰어 넘은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

으로 날아가는 붕새를 통해, 통쾌한 諧謔의 철학자 莊子는 그가 주장하는 絶 自由의 

경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鯤이나 鵬도 결국은 변화되는 만물의 

하나이고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는 萬物齊同의 物 가운데의 하나임에 지나지 않는 것

이기는 하지만, 이 상식을 월한 鯤과 鵬을 통해 일단은 자유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逍遙遊는 곧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뜻이다.｣(서울, 

통문화연구회, 2008),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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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설정은 사실성을 담보하기 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다.27)

어 든 챠오챠오의 나비 그림이 샤오지의 가슴으로 내려앉은 장면은 챠오챠오의 

욕망이 이되었다는 에서, 두 사람이 같은 층 의 자아 인식과 결핍 에 서 있

다는 을 보여 다. 답답함으로 가득 찬, 그래서 탈출하고  그 소도시 속에서 나

비처럼 자유롭게 인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두 사람은 빈빈(군 입  시도)이나 그 여

자 친구( 학 진학)와는 다르게, 사랑과 성에 한 욕망의 분출을 통해  다른 탈

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요컨 , 그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챠오챠오와 샤오지는 

각각 그 소도시가 아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자신

들의  다른 모습에 한 내재  욕망을 나비와 肉慾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 하

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화에서 묘사된 이미지로 다시 살펴보자.

<그림1>

 

<그림2>

26) ｢삶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지만, 여 히 임시 이고 유동 인 성격을 갖는 정신  지

평｣으로서의 ‘ 월론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비 으로 성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자

유를 말한다. 물론 ‘ 월론  자리’는 ‘道’나 ‘이데아’ 혹은 종교  신(God)처럼 화

된 ｢‘ 월  자리’(transcendent position)｣가 아니며, 莊子는 바로 그런 大鵬의 자유

로부터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월 인 가치를 거부｣하고, ｢국가의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의 삶이 지닌 유쾌함을 회복｣하는 ｢아나키즘(anarchism)  경향｣까지 나아갔다. 

강신주,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서울, 그린비, 2007), 26⋅27⋅32⋅86⋅
87쪽.

27) ‘逍遙遊’에서 빠진 ‘遊’는 ｢목 의식이 없는 無爲自然의 遊이고 人爲를 버리고[棄] 作

爲를 잊은[忘] 遊이다.｣(《譯註 莊子1》, 25쪽.) 따라서 시골의 평범한 인물 챠오챠오

가 《莊子》의 철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실 속에서 그 의미를 체 하고 있다면, 지나치

게 작 인 설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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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거울과 펜이 만나는 지 을 심으로 나타나는 ‘Ｘ’자형 구도의 립 

이미지를 통해, 챠오챠오가 나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화면은 그

림을 그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챠오챠오의 손이 조 씩 움직이면서, 펜이 

나비 그림의 심과 만난다.(<그림2>) 마치 나비와 莊子의 계처럼, 그림 그리는 

챠오챠오의 모습이 소실 을 통해 과 보여짐의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 여기

서 우리는 상이한 시선의 공존을 경험할 수 있는데, 논의의 개를 해 벨라스

스의 <라스 메니나스(Las Meninas)>를 참고해 보자.

이 그림은 ｢오늘날 화 매체의 등장을 견  하며｣, ｢상이한 시 들을 하나의 

형상에 공존시킴으로써 시각 자체를 균열시키고 고정되었던 형상 내부에 균열을｣ 
냈던 바로크 시 의 시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로써 자주 언 되는 작품이다. 

즉, ｢거울을 통해 체 인 공간을 시하고자 하는 화법｣으로, ｢왕과 왕비라는 모

델을 상으로 그림 작업을 하는 화가와 모델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상으로 그렸

다는 에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보는 자로서의 화가가 동시에 보여지는 상

이 되어 있다는 에서 이 작품은 이  구조로 된 화의 시각 경험과 유사｣함을 

보여주는 이다.28)

28) 이상 권 운의 <시각(Vision)—화가의 , 카메라의 >(《월간미술》 1998.7, 65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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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왕과 왕비를 담고 있는 앙의 거울(소실 )을 통해, 그

림 외부의 투시 을 내부로 끌어들여 소실 에 일치시키며 ｢특권화된 시 ｣을 보여

다. 즉, ｢바로 그 은 왕의 자리, 혹은 근 의 ‘왕’이 된 주체의 특별한 자리｣이
면서, ｢화가의 이 있는 시 ｣이자, ｢ 람자의 이 자리잡고 있는 시 ｣이고, ｢
체상을 악하려면 우리가 그리로 이동해야 하는 시 ｣이므로, ｢결국 왕의 시 과 

화가의 시 , 그리고 그림을 보는 우리의 시 은 하나의 동일한 에 일치하고 있

는 셈이다.｣29)

이러한 으로 <그림2>를 다시 보면, 나비를 그리는 챠오챠오, (시  샷이라고 

가정하면) 그것을 보는 샤오지, 나비와 莊子, 감독과 카메라 등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것에 해서 인식하고 사고하는 심｣으로서의 

소실 이 ｢ 상을 찰하고 그것에 해 단하는 주체의 시 , 혹은 화가라는 그

림 속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의 시 , 결국엔 왕이라는 특권  주체의 시 ｣이
고, 이것이 ｢데카르트(Descartes)가 생각했던 주체와 상응한다｣30)고 할 때, <그림

2>에 내재되어 있는 주체는 나비와 莊子 혹은 감독 자신, 나아가 화를 보는 객

서 정리. 이 은 ｢이  구조로 된 화의 시각 경험｣에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 화의 시각 경험에 있어 이  구조는 화 작가가 촬 한 상을 사기로 다시 

스크린에 투사하여 감상자가 인식하는 두 가지 행 를 의미한다. 즉 화작가 → 카메

라 → 상이라는 한 축과, 사기 → 감상자 → 스크린이라는 다른 한 축이다. 그러

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카메라를 통해 상을 인식하는 화 작가의 시선과 사기

를 통해 스크린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시선은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아니라 상 인식의 

차원에서 실제로는 같은 하나의 시선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화 

작가가 자신의 시선을 카메라 즈와 일치시켜 상을 구도 잡을 때 화 작가의 시선

은 상의 소실 이 된다. 감상자는 사기와 일치하여 작품 내의 소실 에 따라 스크

린을 본다. 여기서 화 작가의 시선은 카메라 즈를 매개로 하여 감상자의 시선과 

동일시되어 일직선상에 서 있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즈를 통한 시선의 놀이는 동일

시를 형성하여 화 작가의 시선과 촬 된 상을 보는 시선을 즈의 조작을 통해 객

인 시 으로 특권화 시켜 놓고 작품 내에 내장시킨다.｣
29) 이진경, 《근  시⋅공간의 탄생》: ｢이것을 철학  용어로 바꿔 말하면, 올바른 주체

가 되기 해서는 아무 게나 생각하고 단하고 행동할게 아니라, 주체가 되기 한 

자리,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 그래서 상을 정확하고 과학 으로 포착하고 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심 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해 자기감시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결국 자기 자신에 해  다른 시선을 작

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서울, 푸른숲, 1997), 116⋅120쪽.

30) 이진경, 앞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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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마치 大鵬이 ‘ 월론  자리’에서 세상을 조하듯이 우리는 화가 시

하는 全一的인 세계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소요유’의 세계가 아니라, ‘임소요’의 세계라는 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라캉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만 하고 ｢보여짐을 모르는｣ ｢데카르트식 주

체｣는 ｢아직도 거울단계에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을 실재로 믿고 그것에서 벗

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험하다.31) 따라서 우리는 화의 이 부분에서, 챠오챠오

와 샤오지가 욕망하던 상을 획득하고 상징계로 진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비

로운 우연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경험｣인 응시32)의 문제를 담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화는 다시 한 번, 화 속의 세계를 찰하고 

단하는 주체의 시선을 나비에 모은다.

<그림3>

 

<그림4>

<그림3>은 챠오챠오와의 사랑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나비를 

통해 새로운 욕망―‘逍遙遊’의 꿈―을 가슴에 품은, 결의에 찬 샤오지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이 그림에서 보다 요한 것은, ‘나는 이제 내 욕망의 정체를 알았으니, 

31) 즉, ｢보여짐을 모르는 주체｣는 ｢고착상태에 머물러 상황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

외된 신경증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고착에서 벗어나 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다시  연기된 상을 향해가는 것, 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끊임없이 상에서 벗

어나는 ‘반복’ 없이 삶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크 라캉, 권택  엮음, 《욕망 이

론》(서울, (주)문 출 사 1994), 20쪽.

32) 자크 라캉: ｢응시는 거세공포에 의해 주체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서듯 바라보기

만 하는 것에서 보여짐을 아는 순간 일어난다. 그래서 실재하고 믿었던 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깨닫고 다시 욕망의 회로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동인(오

제 a)이다. 기표를 작동시켜 주체를 반복충동으로 몰아넣는 심의 결여, 즉 실재계에 

난 구멍이다.｣(앞의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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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인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나비로 상징되는 응시33)가 내재된 모습이기도 하다.

<그림4>는 샤오지가 <그림3> 이후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인데, 연  챠오싼의 

죽음 소식에, 빈빈과 나 는 화 의 한 장면이다. 샤오지가 폼 잡는다. ｢제기랄! 

그 자식 내 손에 안 죽은 게 다행이야.(操, 那逼眞他媽幸運, 沒死在老子手里｡)｣ 
빈빈이 말을 잇는다. ｢서른일곱 여덟이면 짧은 인생도 아니지. 악비도 서른여섯까

지 밖에 살지 못했어.(活得不短了, 都三十七、八了｡ 岳飛才他媽活了三十六歲｡)｣ 
샤오지가 다시 말을 잇는다. ｢악비가 뭐라고. 난 손오공이야. 장생불로할거야. ……
그 게 오래 살아 뭐해? 서른 살까지만 살고 말지.(岳飛算個屌, 老子孫悟空, 長生

不老｡ ……活那么久干嗎? 三十歲就算了｡)｣ 岳飛로 표되는 ‘江湖’34)를 동경하는 

샤오지가 화끈하게 살고 싶다는 새로운 욕망―챠오챠오는 이후 화에서 다시 등장

하지 않는다―의 표 이다.35)

33) 권택 , 《라캉⋅장자⋅태극기》: ｢사디즘이 마조히즘이요, 음증이 노출증이기에 사랑

은 사랑 받는 나를 보고 싶은 욕망이다. 이것이 거울 단계가 상징계에 들어와서 나타

나는 타자의 소망이다. ‘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본다.’ 주체의 분열은 억압된 

상상계가 타자로 들어와 있기에 일어난다. 응시는 상징계에 들어온 타자이다.｣(서울: 

민음사, 2003), 99쪽.

34) 지아장커는 자신의 소년 시 을 이 게 회고 한다. 《지아장커, 국 화의 미래》: ｢《岳
飛傳》에서 의형제 맺는 부분을 듣고 우리 패거리도 따라서 의형제를 맺었다. 난 넘버2

다. …( 략)…내가 학교 1학년에 다닐 때 이 의형제들은 이미 좀도둑이 되어 있었

다. / …( 략)…우리가 봤던 화 부분이 <醉拳>, <鶴形雕手> 같은 청롱成龍

(Jackie Chan)의 기 화 다. …(후략)… / 학교 시  내가 가장 좋아하던 화

는 무  액션 화 다.…( 략)…< 武>를 만들 때 <喋血雙雄>의 한 토막을 쓴 것은 

내가 어릴 때 봤던 액션 화  가장 좋아했던 화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때는 행

복했다. 세상이 그 게도 커 보 고, 내가 세계인의 삶을 사는 것 같았고,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땐 정말 나 에 잘 나가는, 힘 있는 건달이 되고 싶었다.｣
(앞의 책). 17～18쪽. 지아장커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救國의 웅 岳飛와 그의 웅

담이 홍콩의 무  화들이 보여  ‘江湖’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다.

35) ‘江湖’를 담으면서 조폭들의 세계 혹은 그들의 의리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 다. 가장 명시 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화의 마지막에서 은

행털이에 실패한 빈빈은 잡히지만, 샤오지는 오토바이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부리나  

도망간다. 샤오지와 같은 인물들은 입으로는 의리를 내세우며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 다. 다른 하나는 

챠오챠오와 춤추던 샤오지가 챠오싼의 사주에 의해 몇몇 깡패들에게 얻어맞는데, 샤오

지가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복수하러 가는 것을 빈빈이 말리는 장면이다. 이때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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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샤오지는 다시 참혹한 실에 직면해야 한다. 세계가 놀랐던 국의 경제

성장의 열매가 그가 살고 있는 ‘大同’의 세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

의 한 세기  魯迅이 ｢새장 속에 오래 갇  있었기 때문에 날개가 굳어 날 힘도, 

나는 법도 잊어버렸다면 이런 바깥세상에서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는｣ 국의 ‘노

라’들을 향해 냉담하게 쏟아내던 말36)이 새삼 떠오르는 목이다.

결국, 새롭게 체된 욕망을 해 샤오지는 빈빈과 은행을 털기로 모의할 수밖에 

없다. 빈빈과 샤오지가 강도 행각 에 행연습을 하는 장면을 보자. 화에서 고

정촬 (Fix shot)과 롱 테이크로 보여주는 이 부분의 내용은 이 다. 샤오지가 마

치 정지된 화면처럼 등장해 있다가 갑자기 옷깃을 제치며 묻는다.(<그림5>) ｢그럴

듯하냐?(像吗)｣ 화면 밖(거울 속)에 있는 빈빈이 답한다. ｢폭탄은 괜찮은데, 사

람은 아니다.(炸弹像, 人不像)｣ 샤오지가 쓸한 표정으로 화면의 좌측 하단 쪽으

로 걸어 나간다. 화면은 빈 공간을 보여 주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

이는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다. 빈빈이 좌측 하단 쪽에서 축 처진 자세로 걸어 들

어온다. 그리고는 힘없이 좀 에 샤오지가 취했던 자세를 취하며 묻는다.(<그림

6>) ｢그럴듯하냐?(像吗)｣ ｢폭탄도 사람도  아니야(炸弹不像, 人也不像).｣ ｢그럼 

어떻게 해?(那他媽怎么辦啊)｣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엉성함37)을 알고 있다.

식의 선악 구도가 분명한 의리나 복수보다는 챠오싼이 총을 갖고 있다는 실  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무력감과 두려움 때문에 복수를 말리는 빈빈이나 그것을 받아들

이는 샤오지와 그 무리들의 모습에서 강호의 세계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近代’라는 시

공간을 보여 다.

36) 魯迅, 이욱연 편역, 《아침꽃을 녁에 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직 

갈 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장 긴요한 것은 그를 꿈에서 깨우지 않는 것입니

다.｣(서울, 도서출  窓, 1991), 72⋅73쪽.

37) 엉성함은 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인물들의 동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물들이 체로 

左(下)에서 등장하여, 다시 左(下)로 퇴장하는 경우가 많다. 右와 上이 심이라고 할 

때, 인물들의 불안하고, 비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賈樟柯의 《任逍遙》와 그 胡蝶之夢  209

<그림5>

 

<그림6>

 <胡蝶之夢> 시도

좌측 상단의 거울을 통해 빈빈과 샤오지가 서로 쳐다보고 있음은 물론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시선이 포착된다. 표면 으로 보면, 왼쪽에 거울을 배치하고, 화

면에서 비 이 보다 더 큰 오른쪽에 인물을 배치하여, 객들의 시선을 인물에 집

시키고 있는 구도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허리띠(?) 같은 소품을 이용하여 거

울에도 일정한 비 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는 莊子의 

胡蝶之夢이 말하는 ‘物化’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선과 응시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선, 《莊子》의 

<齊物論>에 나오는 호 몽의 일화를 보자.

옛날에 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펄럭펄럭 경쾌하게 잘도 날아다니는 나비

는데 스스로 유쾌하고 뜻에 만족스러웠는지라 자기가 장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 

얼마 있다가 화들짝하고 꿈에서 깨어 보니 갑자기 장주가 되어 있었다. 알지 못하

겠다. 장주의 꿈에 장주가 나비가 되었던가 나비의 꿈에 나비가 장주가 된 것인

가?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장주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으니 <이처럼 장주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가 되는 것> 이것을 物의 변화[物化]라고 한다.38)

38) 《譯註 莊子1》(앞의 책),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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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화에서 라캉은 莊子가 나비를 응시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 ‘시선과 

응시의 분열’에 이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39)

…( 략)… 장자는 나비의 응시를 본다. 장자는 주체이고 나비는 억압된 거울 

단계이다. 거울 단계에서 인간과 나비는 하나 다. 그 착각과 오인이 상징계속에

서 여 히 응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응시는 실 속에서 본 꿈(나비)이고 인간의 

삶에는 꿈이 필연 으로 들어와 있다.40)

따라서,

…( 략)… 라깡의 논의를 간추리면 주체는 타인의 응시 속에서 주체가 된다. 

이것을 풀면 이 다. 주체의 시선은 시각( )의 제한을 받지만 보여지는 것은 

시각의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 내 자신이 내 몸밖

에 있을 때만 나는 나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 해서는 내가 

내 몸 밖의 존재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상화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주

체의 분열이다. 이것은 육체 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다면 육체를 분리하

지 않으면서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바로 타인의 시선, 즉 응시를 이용하는 것이

다. 나는 타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즉 타인의 응시를 통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41)

다시 말하면, 꿈속에서 나비인 장자는 실 속에서 ｢나비에 의해 보여지는 자신

을 본다.｣42) 이러한 에서 <그림5>와 <그림6>을 보면, 빈빈과 샤오지는 莊子와 

39) 꿈속에서 나비 던 장자가 ｢ 실 속에서 나비를 응시로 바라본다｣고 이해한 라캉은 ｢잠
에서 깨어나 혹시 나비가 장자를 꿈꾼 것이 아닐까｣라는 장자의 자문은 두 가지 면에

서 옳다고 지 한다. ｢첫째, 그것은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는 자신을 장자와 완 히 동일시하지 않는다. 둘째,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옳은지 

완 히 알지 못한다. 실제로 그가 자신의 정체의 여러 근원들 에서 하나―그는 원래 

스스로를 그 자신의 색들로 칠하는 나비 고, 나비이다―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나비

을 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결국 장자이다.｣ 자크 라캉(앞의 책), 

199쪽.

40) 권택 (앞의 책), 10～101쪽.

41) 이윤성, <정체성과 잡종성—그 오래된 이야기>, 《외 어문논총》 제9호(경희 학교 논문

집, 99.12), 81쪽.

42) 자크 라캉(앞의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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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계로 변한다. ｢주체를 결핍으로 보고 욕망을 환유로｣ 보는 라캉의 에 

따르면, 이러한 설정은 ｢주체를 상에 한 왜곡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

라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오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타자의

식｣을 갖게｣하는 것43)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은 투시 이 카메라 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투시

을 통해,  엉성하기 그지없는 공간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과 객의 시선이 만

난다. 즉, 감독 자신이 보는 빈빈과 샤오지의 모습은 ｢왜곡된 집착｣에서 벗어날 계

기가 있다고 보는데, 당신들이 보는 국의 실은 어떠냐고 하며 객에게 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면은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한동안 

보여 다. 이 순간, 객이 정 인 답변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아쉽게도 감독은 

자신이 바라보는 실을 부정 인 측면에서 다시 보여 다.

은행에 들어선 빈빈은 창구의 유리벽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한다. ｢강도야! 강

도! 안들려? 강도야! 돈 내놔!(打劫, 打劫, 你他妈的听到了没有, 打劫, 拿钱啊)｣ 
은행의 경비가 빈빈에 다가와 수롭지 않은 듯 폭탄을 한 번 뒤집어 보고는 말한

다. ｢최소한 라이터라도 가져와야지!(好歹你也拿个打火机啊).｣ 밖에 기다리던 샤

오지는 은행의 비상벨 소리를 듣고 부리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를 한 참 달리던 오토바이는 기름이 떨어졌는지 멈춰 서고, 샤오지는 몇 

번 시동을 걸다 포기하고 지나가던 버스를 타고 도망간다. 출소의 경찰이 빈빈에

게 묻는다. ｢어떻게 된거야(你怎么了)?｣ 빈빈: ｢은행 털려고요.(抢了趟银行)｡｣ 경
찰: ｢네놈이?(就你啊?)｣ 경찰: ｢은행 강도는 총살이란 거 알아 몰라(你知不知道抢

银行是要被枪毙的)?｣ 빈빈: ｢설마요! 미수범인데(不会吧｡ 我是未遂｡).｣
화의 서사는 莊子와 나비의 계로 연결되었던 빈빈과 샤오지를 이 게 완

히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상 이미지의 충돌이다.

43) 자크 라캉(앞의 책),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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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그림8>

<그림7>은 탈출을 시도하는 샤오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도입부에서 빈빈의 등

장을 보여주던 <그림8>의 ‘데자뷰’라 할 수 있다. 이 게 화 시작과 끝이 다시 이

어지듯이 두 사람은 다시 하나로 포개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까?

만약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경찰서에 잡힌 빈빈

이 노래 <임소요>를 부르고 있다.(<그림9>)44)

<그림9>

이 때 카메라의 치는 노래를 시킨 경찰―《샤오우》와 마찬가지로 순진한 범죄자

와 인권 개념이  없는 황당한 경찰(국가 권력)이라는 장면으로 끝난다―의 

치이면서, 감독과 객의 시선이 있는 곳이다. 감독은 객에게 ‘당신은  어수룩

하기 짝이 없는 빈빈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다시 묻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물음은 

‘빈빈’과 ‘샤오지’로 표상되는 ‘大同’ 사람들의 이야기가 뫼비우스의 띠45)처럼, 벗어

날 수 없는 반복의 순환 고리에 갇힌 삶을 계속해서 보여  것이라는 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4) 빈빈이 샤오지라는 타자(의 응시)를 만나 타자의 욕망에 종속된 ‘빈빈’이라는 새로운 

‘大同’ 사람의 표상으로 볼 수도 있다.

45) ｢라캉에게 ‘실재계(the Real)’는 상상계와 상징계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변증법 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자크 라캉(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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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語

이 화는 시골 청년들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자아의 주체에 을 뜨지만, 혼돈

의 주변부에서 심의 법칙을 배우며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실에 한 이야

기이다. 형식면에서 보면, 화는 인물들이 욕망하는 어머니 같은 여인과의 사랑, 

아버지를 신한 岳飛의 삶, 孫悟空과 大鵬의 자유로움 등을 시선과 응시가 내재

된 화면 구성을 통해 표 하면서, 인물들의 타자의식을 다루고 있다46)는 미학  

성취를 보여 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 심의 시 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

들도 주체 으로 화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화된 시 ｣과 만난다.

이처럼 독특한 재능을 자랑하며, 호평을 받던 지아장커 감독은 최근 화에서 변

화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아장커 감독에게 ｢어쩌면 심각한 타격을 지

도 모를 의를 드러내기 시작｣47)한 작품으로 꼽히는 《24시티(二十四城記)》

(2008)는 그의 화를 아 던 이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을 《任逍遙》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하 문화의 항성과 莊子의 사유체계가 만날 수 있는 지 이 아나키즘이라고 

할 때, ｢모순과 불일치, 다양한 변종들로 분열돼 있었지만 모든 것에 앞서 아나키

즘은 행동과 말의 일치를 요구했다｣48)는 을 참고 할만하다. ｢모순과 불일치, 다

46) 이 부분을 라캉식으로 보면, ｢의식은 출발을 상상계라는 오인(méconnaissance)의 구

조로부터 시작하기에 자아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주체란 없다. 그러므로 주체의 

형성에서 거울단계의 설정은 데카르트의 이성 주의는 물론이고 실존주의나 상학

이 암시하는 실존  자아까지도 거부｣(자크 라캉, 앞의 책, 16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7) 임 근: ｢<24시티>는 작들과 달리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과 

상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왕복하면서 객의 감정을 혼돈에 빠뜨린다.  화의 제목

이 청 그룹(成發集團)의 옛터에 새로 건설되는 고층 아 트 랜드인 ‘24시티’라는 

 역시 뒤숭숭한 구석이 없지 않다. 화에서 인용하고 있는 옛 시구, ‘스물네 성의 

연꽃, 비단 벼슬아치가 부터 화려했다 한다[二十四城芙蓉花, 錦官自昔稱繁華]’는 

출처조차 불분명하다. 엔딩 크 딧 에서도 마지막으로 화를 출품한 기업의 이름이 

올라갈 때, ‘화룬토지매매주식회사(華潤置地有限公司)’의 이름이 보일 때, 그 회사가 

실제로 ‘24시티’를 건설, 매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게 될 때, 스크린 뒤에 은폐된 자

본의 네트워크들에 한 회의가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앞의 논

문, 203⋅204쪽).

48) 이 말은 빅토르 세르주의 《어느 명가의 기억》에 나오는 말이다. 리처드 포튼, 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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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종들로 분열｣된 세계인식49)은 있지만, 자의든 타의―물론 국  실을 

고려한 표 이다―든 ｢행동과 말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던 감독 지아장커의 한계

가 바로 이 지 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빈빈과 샤오지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엿보던 지아장커가 ‘끊임없이 욕망의 상에서 벗어나는 ｢반복｣’ 속에 갇  있는 그

들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는 ｢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화를 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

면 ‘우리’라는 것은 본래 텅 빈 낱말―우리는 구인가―이기 때문이다｣50)라는 지

아장커의 말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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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In line with the previous articles on ZhuangZi's works, his 

‘Unknown Pleasures’ will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movie 

text from the view of his previous work(he had learned the art in 

the past), ‘The Butterfly Dream,’ regarding his uniquely designed 

visual approach underlying in his work.

The subject matter of ‘Unknown Pleasures’, is about daily 

lives of ‘Binbin’ and ‘Xiaoji’ (two main roles), who have no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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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iving in order to expose issues of subculture in the 90’s 

through utilizing various cinematic aesthetics as a tool like did 

young film directors in the same generation. Among the various 

methodological approaches, long take and vertical montage were 

preferred and frequently utilized to support the reality and the 

theme of this movie.

Furthermore, the framework of ‘Unknown Pleasures’ manifests 

visual views of ‘The Butterfly Dreams’ directed by Zhuangzi and 

‘Dissociation of Eye and Gaze’ directed by Jacques Lacan. The 

visual approach used in the composition of ‘Unknown Pleasures’ is 

the aesthetic tool to lead audience to be more focused on their 

own desires and matters. Additionally, the mechanism of 

‘Unknown Pleasures’ was successful to tell the story of Binbin and 

Ziaoji in terms of representing our own troublesome lives and to 

emphasize that these entangled lives will not end easily or will 

not be easy to escape from like does the Möbius strip.

To sum up, the main story of ‘Unknown Pleasure’ is all about 

hard lives of young generation of the 1990s. Two main roles 

living rural lives have learned about themselves through love, but 

they had to accept the severe reality and situations surrounding 

them. From the view of the format, this movie shows the 

accomplishment of cinematic aesthetics in achieving ‘the 

consciousness of others’ through utilizing visual compositions 

including the tool of ‘eye and gaze’ on human’s basic instincts, 

such as desires for maternal love, the life of Yue Fei, or free and 

easy wandering of Sun Wukong and 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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