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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하나, 그리고 둘>은 인간의 보편적 인성에 관한 화이다. 화 속 소년 양양

(洋洋)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자기의 뒷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며, 

이는 인간이 가진 ‘주관주의’에 한 훌륭한 은유이다.

감독은 이 화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변주를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

해내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시각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타이베이인의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했다. 시각의 근 성, 시각과 인지의 관계, 시각과 권력 등 시

각성(視覺性)에 한 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론보다는 

텍스트에 집중하여 화 속 시각성의 문제를 해석하 다. 

본고의 구체적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 화 속에서 양양이 말한바 ‘진실의 

절반’에 해,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타이베이인의 ‘뒷모습’

  * 이 논문은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09107).

 ** 동국 학교 서울캠퍼스 중어중문학과 교수



134  《中國文學硏究》⋅제75집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문제는 타이베이라는 도시와 도시인을 표현하고자 했

던 감독의 화적 기획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2) ‘보는 것’에 한 양양의 집착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근 성을 둘러싼 세계관의 립 문제와 연결시켜 풀어

가도록 한다. (3) 감독은 ‘드러냄’과 ‘감춤’을 미학적으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의 차원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논한다. 

Ⅰ. 들어가는 말

아시아 화에 한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 것인가? 주체로서의 유럽에 의해 타자

의 위치에 자리 매김된 아시아. 근  이후의 침략과 저항,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전쟁과 빈곤과 차별, 독재와 항거로 점철된 역사. 그러한 사회의 반 물로서의 예

술이라고 한다면, 아시아 화를 논할 때 우리는 역시 그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

늘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두운 그늘은 빈곤과 차별과 침략전쟁과 국가폭

력이 전통적 가부장제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는 아시아 사회의 다소 특이한 

유산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프레드릭 제임슨은 <다국적 자본주의 시 의 제3세계 문학>

에서 ｢제3세계 텍스트들, 심지어 겉으로 볼 때 사적이고 리비도적인 역학이 투여되

는 텍스트들조차 필연적으로 내셔널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정치적 차원을 투사한다. 

즉 사적인 개인 운명의 이야기가 항상 공적인 제3세계 문화와 사회의 전투적 상황

의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내셔널 알레고리라는 문제적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1) 내셔널 알레고리의 예를 타이완 화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왕통(王童)감독의 <허수아비(稻草人)>나 국공내전을 

배경으로 한 <바나나 파라다이스(香蕉天 )>, 그리고 허우샤오셴(侯孝賢)감독의 

이른 바 역사삼부작이라 불리는 <희몽인생(戱夢人生)>의 리텐루(李天 ), <비정성

 1) 김경연, 김용규 편,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86쪽. 물론 프레드릭 

제임슨의 이 글은 1986년에 씌어진 것이고 민족적 알레고리라는 개념에 제1세계 지식

인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걸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20세기 동

아시아의 문학을 읽어내는 시각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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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悲情城 )>의 원칭(文淸), <호남호녀(好男好女)>의 장비위(蔣碧玉) 등의 모습

은 일제 강점기와 국민당 독재의 불안정한 시 에서 가족적 불행을 극복해가며 살

아가는 타이완 인들의 내셔널 알레고리가 아니던가. 

반면에 필자는 본고의 상이 되는 에드워드 양(楊德昌, 1947~2007) 감독을 

제3세계적, 혹은 아시아적이라기보다, 지역적 틀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성을 그려

내는 예술가라는 위치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화 속 타이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보편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에드워드 양의 생각은 다음의 

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질문) 서구 비평가들은 당신의 초기 화에서 서구 모더니즘의 향을 읽어내

고 시간이 갈수록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견해는?

(답변) 그들은 학교 가서 더 배워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의 경험이 곧 세계라고 생각한다. 너는 서구화됐고 너는 일본 감독이고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편협한 일이며, 달리 보면 일종의 

종족주의나 마찬가지다. 나는 꽤 어렸을 때 이미 인간이란 모두 ‘같다’, 모두 동등

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어떤 화를 국적 때문에가 아니라 좋은 화라서 좋

아한다. 특히 나 같은 경우 화 만드는 이유는 생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2)

에드워드 양의 모더니즘적 스타일을 이탈리아 화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1912~2007)의 향으로 보고, 이를 지적해내는 서구 화비평가들에 한 반박

의 성격에서 나온 언급이었지만, 이는 화에 한 에드워드 양의 기본적 철학이 

담겨있는 말이다. 타이완인인 그는 정작 타이완에서는 크게 환 받지 못했지만3), 

 2) 김혜리, 정한석, <‘하나, 그리고 둘’ 감독 에드워드 양을 만나다>, 《시네21》, 2004. 

10.21

 3) 2000년 칸느 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一一)>은 

LA, 뉴욕, 프랑스 화평론가 협회가 뽑은 ‘올해 최고의 외국어 화’로 선정되었고 구

미의 극장가에서도 상 되었지만, 타이완에서는 양(楊)의 모교인 자오퉁 학(交通大

學)이 그에게 ‘걸출한 동문(傑出校友)’ 시상을 할 때 신주(新竹)에서 한 회 상 한 적

이 있다. 타이완의 화평론가 원텐샹(聞天祥)은 이 사실을 지적하며, ｢ <하나, 그리고 

둘>이 타이완에서 상 되지 못한 것은 결국 타이완의 화 환경( 화사, 극장, 언론, 

관중)에 해 에드워드 양이 던져준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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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화평론계에서는 일찍부터 주목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점과 관련하

여 ｢모든 위 한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양의 뛰어난 작품들은 지역과 시간

의 굴레를 초월하여, 어떤 면으로 산의 정상에 오르는 등반가이건 의지해야만 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미국 화평론가 존 앤더슨4)의 언급은 참

고할 만하다. 물론 에드워드 양이 서구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오랜 외

국 체류 생활5)을 통해 그가 국제적 조류에 눈뜬 탓도 있었을 것이다. 에드워드 양

은 동서양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 같다’는 데서 출발해서 ｢모든 화는 전 세계적

으로 보여 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구 반 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 세계적 소통을 통해 인류는 상 방에 한 오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6)

<하나, 그리고 둘>은 인간의 보편적 인성에 관한 화이다. 화 속 소년 양양

(洋洋)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자기의 뒷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

며, 이는 인간이 가진 주관주의에 한 훌륭한 은유이다. 즉, 이 화에서 양양을 

통해 감독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시아인뿐 아니라, 자기 뒷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감독은 이 화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변주를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

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시각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타이베이인의 정체성의 문

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시각의 근 성, 시각과 인지의 관계, 시각과 권력 등 시각

의 내용은 聞天祥, 《過影: 1992-2011 臺灣電影總論》, 臺北, 書林出版有限公司, 

2012, 120-122쪽을 참고. 

 4) 존 앤더슨(John Anderson)은 2011년 뉴욕 화평론가 협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뉴

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버라이어티》 등의 저널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미국의 

화평론가로, 2005년 University of Illinois Press에서 《Edward Yang》을 출판했

다. 위 언급은 이 책의 서문의 일부로, 필자는 중국어본(約翰⋅安德森著, 侯弋颺譯, 

《楊德昌》,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4, 2쪽)을 참고. 

 5) 타이완 교통 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애틀의 전자업계에서 10년간 근무, 그 후에는 로

스엔젤레스의 U.S.C. 학에서 화학을 공부함. 에드워드 양의 생애에 한 고찰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김양

수, <楊德昌의 <구링졔 소년 살인사건>과 국민국가의 문제>, 《중국현 문학》 43집, 

2007.12. 445-464쪽을 참고, 

 6) 앞에서 인용한 김혜리, 정한석의 《시네 2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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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視覺性)에 한 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론보다는 

텍스트에 집중하여 화 속 ‘시각’의 문제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체적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 화 속에서 양양이 말한바 ‘진실의 

절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타이베이인의 뒷모습에 관

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문제는 타이베이라는 도시와 도시인을 표현하고자 했던 감

독의 화적 기획7)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2) 보는 것에 한 양양의 집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근 성을 둘러싼 세계관의 립 문제와 연결시켜 풀어가 

보고자 한다. (3) 감독은 드러냄과 감춤을 미학적으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데, 화

면의 차원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논하기로 한다. 

Ⅱ. 자기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존재, 인간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데 있어 여러 감각기관 중 시각에 한 의존도가 가장 높

다고 한다. 인간은 좋은 시력을 이용해서 바깥 사물은 잘 보지만, 본래 자기 모습

은 보지 못한다. 자기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거울이 발명되었지

만, 그래도 인간은 자기 뒷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 화의 가장 독창적인 설정이

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어주는 양양(洋

洋)이라는 캐릭터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의 그러한 행위는 바로 주관주의라고 하

는 인간의 결함을 일깨워주는 우화(寓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인

간의 결함이 숙명적이라고 하는데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권력적인 면에서, 혹은 

신체적인 면에서 남보다 우월한 어떤 인간이라 해도 자기 눈으로 스스로의 뒷모습

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화 속에는 거짓말 하는 인간들이 나온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주인공 NJ의 처

 7) 타이베이와 관련하여 에드워드 양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화적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내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화로 타이베이시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나는 

최근 타이베이에 변화가 발생한 방식과 이들 변화가 타이베이 시민에게 어떻게 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려 한다.｣(朱衛國, <楊德昌電影, 一一道來>, 《電影新作》 2003年 

第01期, 2003,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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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디(阿弟)이다. 화는 아디의 결혼식에서 시

작한다. 아디의 결혼식에는 전 애인 윈윈(雲雲)이 

나타나 소란을 피운다. 이 장면은 그는 인관계 

면에 있어 무언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

라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NJ가 거꾸로 된 처남

의 결혼사진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서 감독은 우리에게 이 결혼식이 뒤죽박죽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아디는 길일(吉日)을 골라 결

혼식 날짜를 선택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나

중에 아이를 낳고도 이름 짓는 것을 계속 미룬다. 

이는 결국 그가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러 1층에 

내려왔다가 쓰러진 NJ 장모가 입원한 병원에 달

려온 아디의 모습을 보기로 하자. 음주 운전을 지

적하는 매형에게 아디는 ｢경찰도 술을 마셨다｣고 

아무렇게나 답한다. 그리고 그 날은 ｢길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별 일 없을 것｣이라 말한다. 또 

그는 자기가 ｢예전에는 운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좋은 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형과 누나에게 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때 카메라는 말하

고 있는 아디를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반사된 유리문을 찍고 있다. 

아디는 자기가 하는 말을 매형이 믿을 거라 생각하지만, 카메라는 아디가 보지 못

하는 그의 뒷모습을 찍고 있다. 

‘반사(反 )’는 에드워드 양이 이 화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방식이

다. 에드워드 양은 화 속 인물의 정직하지 못한 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로 

이 반사의 방식을 사용한다.8) 화 속 또 다른 거짓말쟁이는 NJ의 회사 동료들이

다. NJ의 동료들은 부진한 실적을 투자자에게 추궁 당하자 기술력을 가진 일본인 

 8) 유리에 비쳐진 뒷모습을 찍고, 스크린을 통해 관중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감독의 촬 은 

사람의 뒷모습을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양양의 촬 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양양은 에드워드 양의 페르소나이다.

뒤집힌 결혼 사진

유리문에 비친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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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大田)를 사업에 끌어들여 회생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동료끼리 점

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화를 나누는 사이 자동차의 앞 유리에 

마천루들이 흐르듯이 반사된다. 자동차의 앞 유리에 고층건물이 반사되고 있는 것

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후 타이완이 이룩한 경제건설이 취약한 기반 하에 있

었음을 은유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반사의 방식은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어진다. 아디(阿弟)와 그의 전 애인 윈윈

(雲雲)이 Eslite Cafe에서 만나 금전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결혼 후

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는 유리창 밖에서 반사의 각

도로 잡아내고 있다. 아디는 그 뒤에도 밤중에 윈윈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집에

서 자고 가는 등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간다. 임신 중인 아내를 두

고 전 애인을 만나던 아디는 결국 아기의 만월(滿月)축하연에 윈윈이 참석함으로써 

그의 불성실함이 폭로되었고, 파티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 장인으로부터 혹심한 비

판을 받은 그는 집에 돌아와 자살을 기도하지만 결국 아내에게 발견된다.

화 속에서 ‘거짓말’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

다. 화 속에서 NJ의 친구들은 일본인 오타(大

田)를 속이고 있지만, 오타는 이미 상황을 다 파

악하고 있다. 그리고 NJ가 그 친구들과 같지 않

은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감독이 등장인

물의 진실성 여부를 회의(懷疑)할 때 ‘반사‘의 방

식을 잘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오타(大田)

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친구들끼리는 오타의 

계획에 한 품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NJ만 홀

로 떨어져 사색에 잠겨있는 장면을 통해 감독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유리문 옆에 기 서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NJ는 곧 오타(大田)에게로 

다가간다. 오타는 휘파람으로 비둘기를 부르고 그것을 자기 어깨 위에 앉히고 있

다. 이 범상치 않은 재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감독은 오타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

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이 오타를 따돌릴 ‘작전’을 짜는 소리가 보이스

오버로 처리하고, 거기에 오타가 비둘기와 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화면을 통해 

유리창을 통해 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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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다시 한 번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해내고 있다. 

회사 동료들은 오타를 회사로 불러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지만, 막상 오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제품을 개발할 자신은 없다. 그들은 오타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진실되게 보이는 NJ를 이용한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NJ는 회사 동

료들이 오타(大田) 신 티엔따(田大)라는 짝퉁 업체와 합작을 추진 중이라는 말

을 사장 비서로부터 듣는다. 이 때 티엔따(田大)가 따티엔(大田)의 짝퉁이라는 것

을 여비서가 말하는 장면에서도 카메라는 ‘반사’의 기법을 활용한다. 동료들의 모습

에 실망한 NJ는 바로 회사를 나와 집으로 가버린다. 나중에 회사에서는 다시 입장

을 번복하여 오타와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이번에도 NJ를 일본에 보내어 계약

서에 사인을 받아오도록 한다. 

오타를 만나러 일본에 간 NJ에게 회사에서는 또 전화를 걸어와 이번에는 ｢샤오

티엔( 田)과 계약을 이미 했으니까 따티엔(大田)에게는 적당히 둘러 고 귀국하

라｣고 말한다.9) 이 때 본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NJ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뒷모습으로 촬 되고 있다. 특히 NJ의 회사 사람들은 오타와 합작하는 문제를 둘

러싸고 너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타이베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의 부박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J는 수화기에 고 ｢도 체 우리의 

명예는 어디로 갔느냐｣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의 장례식 때 다다(大大)

는 NJ에게 샤오티엔의 물건들이 형편없었다는 걸 고백한다. 

NJ와 오타가 일본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오타는 술집 종업원에게 카드를 갖다 달

라고 한다. 오타는 카드를 계속 섞으면서도 특정의 카드가 어디 있는지를 맞추는 

일종의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카드의 뒷면을 보고 앞면을 알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후면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오타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의 이러한 완전성은 일반인들의 불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다. 오타가 카드를 맞추는 씬은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촬 되고 있는데, 이는 오타

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카메라적 표현이다.

사실 화 속에서는 아디(阿弟)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아디만

 9) 샤오티엔( 田)과 따티엔(大田)은 중국어 발음상으로는 확연히 구별되지만 일본어 발

음으로는 오타( 田)와 오오타(大田)로 매우 흡사하다. 에드워드 양은 언어유희를 통

해 회사 직원들의 천박함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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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팅팅이 쓰레기를 제 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

할머니가 쓰러지게 된 것은 화가 끝날 때까지 팅팅(婷婷)과 외할머니 사이에 존

재하는 비 이 된다. 팅팅의 또 다른 거짓말은 리리(莉莉) 몰래 팡쯔(胖子)를 만났

던 것. 팅팅은 리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팡쯔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리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는데, 

이 때 카메라는 창밖에서 유리창 반사를 활용해가며 두 사람을 잡는다. 실연당한 

팡쯔를 위로해주는 팅팅에게 리리에게서 팡쯔를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표

현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감정은 그 후로 발전했지만, 음악회를 가기로 한 

날 그녀를 찾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 로 말해달라는 리리에게 예쁜 드레스를 

차려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하는 팅팅 역시 분명히 거짓말을 하

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도시인들의 허위적 윤리의식이고, 

그 뒷모습이 반사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허위적 내면의 화적 표현인 것이다. 

Ⅲ. 존재와 믿음을 둘러싼 가치 의 립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의 절반’을 사진으로 보여주

겠다고 하는 어린 소년 양양. 결국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오직 보이는 것만이 존

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비록 어린아이의 주장이지만, 사실상 이는 끝없는 회의

(懷疑)를 강조한 데카르트의 근 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세계관과 맥이 닿아 있다.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양양의 신념이 잘 표현된 것은 양양이 학교에서 

콘돔을 가져왔다고 의심받는 시퀀스이다. 양양은 학교에 풍선을 갖고 가서 장난치

다가 규율부장에게 지적당한다. 학생주임은 양양이 학교에 콘돔을 갖고 온 것으로 

의심하고 양양의 주머니를 검사한다. 양양은 학생주임에게 말한다. ｢선생님은 듣기

만 했지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려면 직접 봐야 한다는 거냐? 난 그

게 어느 쪽 주머니에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 학생 주임이 양양의 주

머니 속 물건들을 꺼내도록 하지만, 정작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콘돔이 아니

라 풍선이었다. 머쓱해진 학생주임은 양양에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라고 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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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만다. 사실 학생주임은 양양이 학교에 콘돔을 갖고 온 것을 본 적이 없다. 학

생주임은 그가 보지 못한 것을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양양과의 게임에서 패하

고 마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양양과 세계관적으로 립되어 있는 것은 쓰러진 

외할머니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다. 팅팅의 외할머니는 팅팅이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만다. 의사는 할머니가 의식을 되

찾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화를 하여 자극을 주라고 말한다. 그 후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할머니의 병석에 가족들이 차례 로 와서 혼잣말을 한

다. 가족들이 할머니와 각각 무슨 화를 나누는지 보기로 하자.

양양은 엄마가 할머니와 화를 하라고 하자, ｢내가 말하는 걸 할머니가 볼 수가 

없잖아요｣라고 하며 선뜻 내켜하지 않는다. 엄마 민민과 양양이 승강이를 하고 있

는데, 이 때 아디가 와서 할머니와 화를 한다. 

아디는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이제는 행운이 자기편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한다.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되어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온다고 말한

다. 실제로 아디는 좋은 집에 살지만, 그렇다고 그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닌 듯하

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과는 달리 형편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인지부조화 상태에서의 자기 위안적 성격

의 거짓말이다. 그는 친구가 3배 불려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투자했다가 결

국 사기만 당하고 만다. 미신만 믿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다. 전 

애인 윈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피기의 사무실을 찾아간 그는 집기를 빼

내어 텅 빈 사무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아디 역시 보지 못한 것을 믿은 것이다. 

다음은 팅팅이다. 팅팅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말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려는 듯 문을 닫는다. 아마도 할머니의 상태에 해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

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절 용서하신다면 깨어나세요.｣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하는 팅팅. 팅팅은 실제로 잠을 잘 자지 못한 듯 

학교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졸다가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는다.

반면에 민민은 매일 어머니를 하고, 무슨 말이건 해야 한다는 강박은 느끼면서

도 실제로는 자기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1분정도 말하는 것 말고

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정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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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졌고, 그런 면에서 자기가 너무 하찮은 존재인 것이 싫다고 말한다.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고, 감성이 빈약한 자신을 매일같이 마주한다

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해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민민은 불교

에 귀의해서 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민민의 종교활동은 화 속에 잘 나오지 않

지만, NJ를 찾아온 사찰 승려의 모습은 매우 세속적이다.

할머니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속죄 

의식으로서의 고해성사와도 유사하게 보인다. 그들은 왜 할머니 앞에서 고해를 하

는 것인가. 이는 어쩌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자기 행동에 윤리적 확신을 

갖지 못하는 도시인들의 정신적 빈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산사의 사찰을 찾아가는 민민(敏敏)이나 매사 

길일을 찾는 아디는 미신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할머

니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행위는 조상을 모시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할머

니가 가족들의 말을 알아듣는 지 못 알아듣는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가

족들은 고해성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

이는 것’만을 믿겠다고 하는 양양의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립되어 있는 것이다. 적

어도 두 상황을 ‘이데올로기적 립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하다. 

화 속 립되는 두 세계는 근 의 합리주의적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이다. 

이번에는 NJ의 경우를 보자. 동료들의 얄팍함에 불쾌해져 집으로 돌아온 NJ는 

장모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제가 충분히 정직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

히 요즘 제가 확신하는 게 거의 없네요｣ NJ는 남들이 자기에게 정직해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정직한지에 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과연 NJ는 

정직한 사람인가? 일본에서 첫사랑 셸리(阿瑞)를 몰래 만났던 것, 그녀에게 연인으

로서는 늘 불충분했던 NJ에 한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NJ는 과거에도 셸리에

게 솔직하지 못했고, 가족 몰래 셸리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솔직하지 못했으며, 셸

리와 재회하고 나서도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셸리는 화를 내

고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10)

10) NJ와 셸리가 일본에서 재회하는 장면에 해서는 팅팅과 팡쯔 커플 데이트와의 교차편

집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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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팅의 경우를 다시 보기로 하자. 리리를 속이고 팡쯔와 음악회에 가던 날, 두 

사람은 호텔에 들어갔지만 팡쯔가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결국 혼자 쓸쓸하게 집으

로 돌아온 팅팅은 할머니 옆에 말없이 누워있다. 그녀가 할머니에게 무슨 고백을 

하고 싶은지는 화면이 이미 다 보여주었다. 화의 후반부 집으로 오던 길에 팅팅

은 집 앞에서 팡쯔를 만난다. 그녀는 팡쯔에게 자기를 어색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만, 팡쯔는 그녀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로 소리친다. 놀란 팅팅은 집으로 와서 할머

니 옆에 와서 울면서 말한다. ｢난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거죠? 

절 용서하신다면 왜 깨어나시지 않는 거죠? 제발 깨어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밖에서 들어온 불빛이 방을 붉게 비춘다. 팡쯔

가 사람을 죽 고, 경찰차와 앰블런스가 와 있었던 거다. 경찰서에 간 팅팅은 TV

를 통해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11) 팡쯔가 어선생을 죽인 것이었다. 

화 속의 10  살인 용의자는 에드워드 양의 또 다른 화 <고령가 소년살인사건

(牯嶺街 年殺人事件)>의 경우와도 매우 유사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

으로 돌아온 팅팅이 책상 앞에 힘없이 앉아 있

는데, 어디선가 허밍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

린다. 할머니가 나타나 손녀에게 나비를 접어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잠결에 팅팅은 

｢이제야 저를 용서하셨군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라 말한다. 팅팅이 소파에

서 자고 있을 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후

로 가족들이 돌아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던 양양의 세계관과 관련해서 ‘정정한 할머니의 모습

이 왜 유독 팅팅의 눈에만 보 을까’ 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양양과 팅팅을 별해보면,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세계관과 사

람이 ’믿는 것만 보이는 법’이라는 세계관이 립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기 때문에, 

11) 화에 가끔씩 등장하는 CCTV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점선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TV모니터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살인사건에 한 리포트가 끝난 후에는 전자게임의 

장면이 나온다. 

팅팅의 눈에만 할머니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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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것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인

가? 보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믿는 것이 먼저인가가 립되고 있는 것이다.

혼수상태의 할머니와의 화를 거부했던 양양이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양양은 할머니께 글을 쓰고, 그것을 장

례식장에서 낭독한다. ｢할머니, 제가 크면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그

들이 모르는 일을 말해주고 싶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무척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전 할머니가 가신 곳을 알아낼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게 되면 할머니를 만나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특히 새로 태어난 아직 이름도 없는 사촌동생을 볼 때면, ‘이젠 늙었나보다’라고 항

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저도 사촌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도 ‘나이 먹었나봐’

라고.｣ 처음에는 할머니의 존재를 믿지 않고 고해를 하지 않았던 양양이 장례식장

에서는 할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

을 믿지 않던 양양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닌 듯하다. 양양은 할머니가 어딘가로 가

셨지만, 특유의 탐구적 태도로 ‘할머니 가신 곳을 알아낼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

이다. 

Ⅳ. 임의 안과 밖

여기서는 화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몽타주(montage)의 개념으로 화 속 ‘보

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주지하듯이 몽타주는 개별적인 

쇼트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화적 서사를 만들어가는 편집 기술을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의 이동이나 환각, 한 사람의 이력(履歷)에 한 부분적

인 요약을 표현하기 위해 두 시퀀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매우 짧은 쇼트들의 간략한 

조합을 말한다.12) 

그리피스(Griffith), 쿨레쇼프(Koulechov), 에이젠슈테인(Eisenstein) 등의 선

구적 실험들에 의해 몽타주는 화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해 앙드레 말

12) 벵상 피넬, 심은진 역, 《몽타주》,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2014,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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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 화 심리학》에서 ｢예술로서의 화를 탄생시킨 것은 몽타주 다. 결국 이 

몽타주가 사실상 화를 단순히 움직이는 사진으로부터 구별시켜, 요컨  하나의 

언어를 창조해낸 것｣13)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앙드레 바쟁은 개별 상의 결합과 관객의 수용을 ｢젊은 처녀들+활짝 핀 사과나

무=희망｣이라는 도식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여기서 잠시 바쟁의 언급을 인용해보

기로 한다.

결합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는 은유나 연상의 중개에 의해 어떤 관

념을 암시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른바 시나리오, 

즉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공되지 않은 생(生) 이미지( 상) 사이에는 하나

의 보조적인 중개자, 일종의 미학적인 변압기가 삽입된다. 의미는 상 속에 있지

를 않고, 그것은 몽타주에 의해 관객의 의식 평면에 투사된 상의 그림자 속에 

담겨 있다.14)

견인 몽타주의 전범이라 평가되는 《전함 포템킨》(1925) 속 ‘오데사의 계단’ 시퀀

스를 만들어낸 에이젠슈테인은 화면상의 강한 비가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

러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주제로 향한다고 말한 바, 이는 결국 보이는 것(쇼트)

들의 결합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주제)을 창출해낸다고 하는 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화 <하나, 그리고 둘>에서도 몽타주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여행하는 NJ와 셸리, 타이베이에서 데이트하는 팅팅과 팡쯔, 그리고 이성에 해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양양이 교차 편집되는 장면을 보기로 하자.

일본에 도착한 NJ는 호텔 앞에 마중 나온 셸리와 반갑게 재회한 후, 로비에서 

오타와 만나 셋이서 환담을 나눈다. NJ와 셸리는 둘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 노선을 상의하는데, 이 때 오타는 ｢내게 묻지 말아요. 당신들은 젊은 사람들

이니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중년의 두 사람을 보고 오

타는 왜 “젊은 사람들”이라 했을까? 이는 중년 남녀의 여행이 젊은 시절 그들의 추

억과 오버랩되어 진행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13) 앙드레 바쟁, 박상규 역, 《 화란 무엇인가?》, 사문난적, 2014, 102쪽에서 재인용.

14) 앙드레 바쟁, 앞의 책,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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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도쿄 외곽으로 가는 전철을 탄다. 이 때 셸리가 ｢이걸 타니까 우리 첫 

데이트가 생각난다｣고 말한다. 셸리는 긴장해서 계속 딸꾹질을 해 고 NJ는 손에 

땀을 흘리던 옛날 일을 두 사람이 즐겁게 회상하고 있는데, 화면은 도쿄의 전철에

서 타이베이 NJ의 아파트로 바뀐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팅팅은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있다. 데이트 준

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팡쯔는 팅팅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화면은 다시 중년남녀가 있는 도쿄 전철역으로 바뀐다. NJ가 셸리에게 자기 딸에 

해 이야기하는데, 화면은 다시 타이베이 시먼딩(西門町) 화관 앞에 있는 팅팅

을 비춘다. NJ의 말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팅팅이 팡쯔에게 ｢지금 몇 시

야?｣라고 묻는다. 팡쯔가 ｢9시야｣라 답하자 이 때 화외음(畵外音, voice over)

으로 셸리가 ｢10시가 다 됐네요. 시카고에선 아침 8시인데｣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다. 다시 화면은 도쿄로 바뀌어 NJ가 ｢타이베이는 9시군｣이라 말한다. 

NJ가 ｢내가 처음 당신 손을 잡았을 때, 화 보러 가려고 철도 건널목에 있었잖

아｣라고 말하는데, 화면에는 타이베이 시먼딩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 서있는 

팅팅과 팡쯔가 나오고, 팡쯔가 팅팅의 손을 잡는다. 프레임은 다시 일본으로 바뀌

어 철도 건널목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NJ와 셸리가 나온다. 차단막이 올라가고 

두 사람이 철길을 건너는데, 프레임은 다시 타이베이로 바뀌어 팅팅과 팡쯔도 손을 

잡은 채 시먼딩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때도 NJ와 셸리의 화가 보이스오버로 들

려온다. NJ⋅셸리의 현재와 과거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리고 그것은 다시 팅

팅⋅팡쯔와 공간을 넘어서 합쳐지고 있다. 계속되는 시공간의 넘나듦을 통해 관객

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타이완) 횡단보도를 건너는 팅팅
 

(일본) 철길을 건너는 NJ와 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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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외음(畵外音)이 다리(bridge) 역할을 해주는 기

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관중은 팅팅이 아빠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 어쩌면 아빠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것

이다.

화를 보고 난 팅팅과 팡쯔는 N.Y. BAGLES 카페에 들어와 화 이야기를 한

다. 이 카페는 예전에 리리가 팡쯔를 만나던 곳이다. 두 사람은 예전 리리가 팡쯔

를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에 앉는다. 이는 리리의 자리를 팅팅이 차지하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화면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산사(山寺)를 산책하며 지

난 일을 이야기한다. NJ는 화 도중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셸리를 좋아했었다

고 고백한다. 이 때 다시 화면은 타이베이의 양양에게로 넘어간다. 초등학생 양양

은 학교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다. 어느 날 교내 수 장에서 수 을 하는 그

녀 모습을 보고 자기도 집에 와서 수 연습을 한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들 세 

쌍이 교차 편집되고 있는 것이다. 

팅팅은 예쁜 옷을 입고 나가 팡쯔를 만난다. 두 사람은 음악회를 관람하고 밖으

로 나와 어두운 밤길을 거닐다 호텔에 들어가게 된다. 일시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한 팡쯔가 밖으로 뛰어나가 버린다. 다시 화

면은 일본으로 바뀌어, NJ와 셸리는 한 바닷마을의 호텔에 투숙하게 된다. 

방을 따로 잡아 열쇠를 갖고 방으로 올라가던 두 사람은 예전 연애시절 두 사람

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NJ가 도망쳤던 옛날이야기를 한다. 그 옛날 셸리와 처음 호

텔에 갔던 날 NJ는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한다. 셸리가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다그쳐 물어도 그에 해 어떤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비즈

니스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예전 아버지의 연애 실패담이 시간을 

넘어서 딸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셸리는 자기 사랑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오열하고, NJ는 셸리를 위로한다. 

시즈오카(靜岡)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NJ는 잠들어있고, 셸리는 표정이 안 

좋다. 이때도 기차 차창은 반사된다. 다음날 도쿄에 올라와서 두 사람은 호텔에 투

숙하고, NJ와 셸리는 다음 날 아침식사를 같이하기로 약속한다. 이튿날 아침 NJ가 

셸리의 방을 노크했지만, 셸리는 이미 가고 없다. 화면은 다시 타이베이로 바뀌어, 

방과 후 귀가하던 팅팅은 팡쯔의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리리를 발견한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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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셸리가 NJ에게 과거에 왜 자기를 떠났느냐고 묻자, NJ는 ｢자신의 삶을 조종하

려는 듯한 셸리의 태도가 싫었고, 특히 자기에게 엔지니어의 삶을 강요하는 듯한 

그의 태도가 싫었다｣고 말한다. 아마도 이 목에는 엔지니어의 삶이 싫어서 예술

계로 돌아온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자기 고백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셸리는 그에게 

｢당신은 너무 고지식했어요. 결국 얻는 것 없이 끝났군요｣라고 말한다. 처음 만났

을 때 셸리는 ｢계속 화를 원한다면 한 번 끝까지 가보자고!｣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한 셸리에 비해 NJ는 생각이 너무 많고 용기가 부족했던 것

이다.

Ⅴ. 맺는 말 

에드워드 양은 자신의 화적 목표가 타이베이인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는데, <하나, 그리고 둘>이야말로 타이베이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매우 온전하게 그려낸 화이다. 서사의 형식은 ‘순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한

데, 이는 결혼 → 출산 → 만월(滿月) → 살인 → 장례라고 하는 인간사의 생명적 

모티브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화의 맨 처음 결혼식 시퀀스에서 가족들이 야외촬 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때 큰 나무와 푸른 잎이 매우 강조된다. 이 풍경은 화의 마지막 장례식 시퀀스에

서도 다시 한 번 재현되는데, 비록 장소는 같지 않지만 가족들의 모습을 롱쇼트로 

잡으면서 큰 나무와 푸른 잎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에드워드 

양은 시작과 끝을 비시키는 일종의 몽타주적 기법으로 ‘가족’ 혹은 ‘순환’이라는 

주제를 표현해내고자 했던 것이다.

에드워드 양은 자신의 화 속에서 타이베이인의 도시적 부박함을 드러내고자 했

다. 그런 면에서 특히 단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인물은 NJ의 처남인 아디와 NJ

의 회사 동료들이지만, 에드워드 양은 결코 비판의 화살을 그들에게만 돌리고 있지

는 않다. 앞에서 ‘거짓말’이 이 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한 바 있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화 속에서 일견 ‘선인(善人)’인 것처럼 보이는 NJ와 팅팅 역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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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화는 물질주의적이고 경박하고 정직

하지 못한 일부 등장인물의 윤리적 문제점들은 사실상 도시인 모두의 문제라는 것

을 환기시키고 있다. 화 속에서 화려함, 혹은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아디, 그리고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NJ 가족들도 모두 고도의 경제성

장을 이룩한 타이베이의 물질적 번  속의 불안정성을 은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드워드 양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립을 통해 종교, 혹은 유교전

통에 얽매여 사는 타이베이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타이완의 경제적 성공에도 불

구하고 타이베이인들의 사유와 행동에 있어서는 전근 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독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고 하는 

양양의 회의주의는 근 적이고 자주적인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 것이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창출로부터 아시아 화는 내셔널 알레고리라는 편견으

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에드워드 양의 화 <위험한 사람들>이 ｢후기 자본주의 시기의 도시에서는 원

인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죽음/폭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15)했

고, <구링제 소년 살인사건>이 ｢국민당이 국가 개발을 담당할 테크노크라트를 양성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만들고 국민을 길들여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잘 표현했다｣16)

면, 이 화 <하나, 그리고 둘>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타이베이인들의 황폐한 삶의 모습, 즉 자기 뒷모습은 성찰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

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도시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화의 제목과 관련하여, 필자의 해석을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제목 “이이(一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야말로 열린 제목인 것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의 부제는 A One and A Two로, 이는 보통 “하나 

그리고 둘”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 그리고 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

가? 첫째, 이는 “하나하나”의 뜻으로, 인간의 내면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의미

15) 임춘성, ｢도시 폭력의 우연성과 익명성 - 에드워드 양의 《위험한 사람들》 읽기｣, 《중국

현 문학》 43집, 2007.12. 417-443.

16) 김양수, ｢楊德昌의 《구링졔 소년 살인사건》과 국민국가의 문제｣, 《중국현 문학》 43집, 

2007.12. 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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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이는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예컨  화 속에서는 일본과 타이베이 두 곳의 상황이 교차편집

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상 다양한 시공간에서도 유사한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는 별로 다르지 않다

고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

는 순환과 윤회, 혹은 립과 통일 등의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서론

에서 소개한 인터뷰 내용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세상이 여러 민족이나 국가 등으

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모두 같다고 하는 에드워드 양의 철

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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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One and A Two is a film about the universal character of man. 

Yang Yang, a young boy in the movie, says that people take pictures 

and show them because they can’t see their own back. “Not being 

able to see one’s own back” is a human destiny, and this is a great 

metaphor for human ‘objectivism’.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discussions on visuality, such as 

the modernity of vi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on and 

cognition, and vision and power,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problem of “visual” in the movie by focusing on text rather than on 

general theories like this. The specific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1) Considered on the aspect of human limitations, which Yang 

Yang said in the movie, “half the truth” is missing, the movie 

proceeds with the discussion of the characters’ “lie.”

(2) What does Yang Yang’s obsession with “the seen” mean? I will 

try to link this issue with the conflict of an outlook on the world 

about modernity.

(3) Director Edward Yang uses both ‘reveal’ and ‘conceal’ 

aesthetically appropriate, We will discuss ‘the seen’ and ‘the unseen’ 

in levels of ‘screen’.

Through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een” and “the unseen” 

Edward Yang describes a Taipeiian who is bound by religion or 

Confucian tradition. Despite Taiwan’s economic success, Edward Yang 

might be saying that there is a pre-modern side to Taipei’s reasons 

and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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