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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중국 사회에 ‘천안문 운동’이라는 고통스럽고 중 한 고비를 거쳐 세계의 자본주

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 주류의 정치경제적 흐름에

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국 사회의 ‘정경 유착’의 현상을 비판

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생겨났다. 이에 바야흐로 2000년 의 중국영화에

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아버지의 법’이라는 통제 기제는 공산주의의 구호를 

신하여 자본주의적인 변신을 하며 중국인들의 생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사

회 전반적인 가부장제의 지속이라는 큰 흐름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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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전과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위상은 약화 되어가고 있었다. 반면, 정치의 독재 

현상과 부정부패는 사회 주변적 인물 혹은 시민 다수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들에 한 관심이 영화의 전면에 등장하며 영화 속에서 주목의 상이 되기 시작

하는 변화가 생겨났다.

중국사회는 제12회 중국 공산당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十一屆三中全 ]의 

시작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

화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은 중국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으

며,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가부장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개개인이 지닌 다양한 

욕망이 삶에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중국

에서 2000년 에 상영된 5편의 영화들에서 ‘아버지의 법’이라는 상징계가 요구하는 

조건에 한 승인 또는 폐제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중국의 2000년  영화에서 형

상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승인과 폐제 모두가 중국 정치의 부패현상과 질서가 개

개인 인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독재에 가까운 정치 문화는 인민들의 욕망에 해

서 지나친 억압과 통제를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 무의식이란 지(知)의 탐구와 그 진화

프로이트는 다양한 정신현상의 근원을 탐구하여 무의식을 학문의 지평으로 끌어

올린 정신분석학을 창시하였다. 이로써 무의식이란 지(知)에 한 연구가 심화되

고, 라캉(Jacques Lacan)1)과 지젝(Slavoj Žižek)2) 등의 연구를 통해 사회현상

에 한 분석과 문화연구 등을 실행하는 방법론으로서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동양의 전통문화에서는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군사부일체의 사상이나, 서양에서 

그리스도교 등에서 신(神)이 ‘아버지’로 불리는 관념으로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1) 라캉(1901~1981)은 정신분석의 주제와 인접 학문과의 상관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확

신하였고, ‘언어’와 ‘문화’라는 무제한의 영역을 탐구 상으로 삼았다.

 2) 슬라보에 지젝(1949~ )은 헤겔, 마르크스, 자크 라캉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비판이론

가로서, 정치이론, 영화이론, 이론정신분석학에 공헌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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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인 사상이 사회의 전통적 주류가 되어왔는데,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이 금지

된 욕망을 꿈꾸는 존재이면서도 본능을 포기하고 통제하면서 무의식의 기원이 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본능을 표출하는 것

을 배워 나가도록 무의식 속에서 명령하는 자도 바로 ‘아버지’이다. 이렇게 사회의 

질서에는 ‘아버지의 법’이 여전히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라캉의 견해이다. 아

버지의 법이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의 연계선 상에서 남자아이는 그 어머니에 

한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무의식의 근친상간 욕망 등을 금기하는 조건들을 가리킨

다.3) 이 법이 지배하는 무의식의 심급을 상징계라고 하는데, 언어(실생활 속의 법, 

규범, 문자 등을 포함하는 기표의 세계)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의 공간을 가리킨다. 

상징적인 아버지는 욕망의 출발점이며 ‘법’을 도입하는 타자4)의 역할을 하면서 

주체의 구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아버지는, 주체가 어떤 욕망을 갖는 순간 의식하는 존

재이며, 아버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법’을 통해 욕망을 방해하거나 혹은 정당화해

주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느끼는 결여 때문에 발생하

고 또한 주체가 도달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쾌락이 바로 쥬이상스

(jousissance)이다.5) 프로이트가 분석한 초자아 아버지와 라캉의 타자 아버지는 

욕망과 쥬이상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주체의 무의식에서 절 적인 역할을 한다.6)

인간이 말을 배우고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

러 욕망이 표출된다. 각종 욕망과 이에 해 제재를 가하는 사회 규범(무의식 속의 

‘아버지의 법’의 현실적인 현현)과의 갈등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만, 각 주체들은 자

신의 욕망이 충족되길 갈망하며 또 그 욕망의 추동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고 있

다. 이러한 욕망 그리고 이에 한 억압과 통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오늘날 

 3) 수잔 헤이워드 저, 이영기 외 옮김, 《영화사전：이론과 비평》, 한나래, 2012, 323쪽.

 4) 타자는 욕망을 규정하고 욕망에 답을 주는 상징계의 의인화된 심급으로, 상상적 타자

인 소타자와 구별된다. 소타자는 거울에서 주체가 마주하는 타자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김석,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에로의 초 》, 2013, [키워드 찾기] 부분.

 5) 위와 같음, 이 부분들의 해당 개념들 및 해당 설명들을 이용하여 재서술함.

 6) 초자아는 외부의 권위를 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말하며 이것이 주체 속에 자리 잡

으면서 양심과 도덕의 형태로 자아와 이드에 항한다. 초자아는 이상적 자아이자 엄하

고 무서운 이중적 형상으로 아이에게 받아들여진다. 김석, <아버지의 위상 금지와 향유

의 기원>, 《기호학 연구》 제51집, 2017,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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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에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을 위시한, 기존 ‘권위’를 넘나드는 각종 문화 현

상의 표출과 소통은, 사회 전반적인 다원화, 아울러 가정에까지 이르는 관계의 ‘민

주화’가 점차 확 되어 가고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를 이끌어왔던 무의식에서의 ‘아

버지’ 위상의 점진적인 약화와 재조정을 요구하기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78년 12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十一屆三

中全 ]의 시작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

제로의 변화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7) 요컨 , 중국이 세계화(globalization)와 자

본주의 경쟁체제 속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화’의 변화

는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과도 맞물리며 사회주의가 요구한 사고방식

에 해서도 점차적인 재조정을 요구한다.8) 기존의 ‘집단 속의 일원’[集體中的一分

子]이라는 관념은 그 효용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개인주의’나 ‘향략주의’는 그 자

리를 신하게 되었다.9) 

1989년,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 이래 쌓여왔던 중국 정부에 한 부정부패, 언론 

통제, 물가 폭등 등으로 인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운

 7) 《인민 인터넷[人民網]》：《특별기획：제3차 중국공산당전체인민 표회의의 회고[曆屆三

中全 回顧]》 참고，http://www.people.com.cn/GB/news/9719/9720/2129537.html

 8) 만약에 현 화의 과정이 우리 중들의 물질적 만족의 과정임을 인정한다면, 동시에 

중이 원래 지니고 있던 생활방식이 끊임없이 소멸되는 과정임을 인정한다면, 현 화는 

낙관적인 미래지향인 동시에 중의 전통이 부단히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如果我

們承認現代化的過程是平民物質欲望的滿足過程，同時也是一個平民原有生活方式不
斷毀滅的過程，現代化是一個 觀的未來指向的同時也是一個平民傳統不斷蛻變的過

程) 란아이궈[藍愛國], 《포스트할리우드시 의 중국영화[後好萊塢時代的中國電影]》，
광서사범 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4，154쪽.

 9) 개혁개방 이후 부동산 시장은 권력자의 손에 넘어갔고, 공산당이 조종하는 금융시장은 

권력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어 주는 지상낙원이 됐다. (중략) 국유기업의 ‘나눠먹기식’ 개

혁으로 인해 국유자산과 고수익 독점 사업 부분이 극소수 권력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넘어갔다. 류샤오보(劉曉波) 저, 김지은 역,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LIUXIAOBO》, 

2011, 256쪽. 공산당 내 진보진영, 자유로운 지식인들, 열혈청년, 도의를 추구하는 민

간경제, 민간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 등 80년  중국 사회를 표하는 문화가 지향하고

자 했던 정치개혁의 의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경제이익을 위한 개별적인 경제개혁이 그 

자리를 신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체제 부패, 불공정한 사회, 도덕적 붕괴, 미래를 

담보로 한 무절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막

한 경제비용과 사회비용을 치르고 얻어낸 기적이었다. 류샤오보(劉曉波) 저, 위의 

책, 260쪽. 



무의식을 통한 지(知)의 확장: 2000년  국 화 독해  77

동’은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 주류의 정치경

제적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국 사회의 ‘정경 유착’을 

통한 부패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

는, 공산당과 당의 군 라는 사회 규범을 리드해가는 아버지로서의 명령을 내리는 

타자((ther)가 오히려 인민을 위해(危害)할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다. 욕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타자의 쥬이상스10)의 결핍을 노출시킨 것이다.

공산당 내의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 개혁개방이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한 덩

샤오핑[鄧 平]은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하고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했다. 이로

써 중국에는 다시 개혁개방의 바람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

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개방 및 국제교류의 심화는, 다른 사회나 국가의 정치체제나 상황에 

해서 조 및 비교할 수 있는 참조체계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도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2001

년 12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개혁개방 정책

이 전면적 시장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중국의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음으로써, 타자11)는 정치적 부패와 

10) 쥬이상스는 쾌락과 고통이 한 묶음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거래를 의미한다. 남자에게 그

가 가장 욕망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럴 경우 처형될 것

임을 안다면, 쾌락원칙에 의해 남자는 쥬이상스의 거래를 거부하는 일종의 비용-편익

cost-benefit analysis 분석과 관련된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음에 기초하여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주체의 타고난 경향이다. 인간의 모든 결정이 잠재적 고통과 잠

재적 쾌락을 비교하는 ‘합리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라도 꿈의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도덕 법칙에 근거하지 않

고, 치러야 하는 가와 쾌락의 획득을 비교 계산하여 결정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윤

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쾌락과 고통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무시하게끔 허용하

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쾌락원칙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그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는 죽음충동의 존재라는 

것이 요점이다. 데니 노부스 엮음, 문심정연 옮김,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2013, 25-26쪽.

11) 타자는 욕망을 규정하고 욕망에 답을 주는 상징계의 의인화된 심급으로, 상상적 타자

인 소타자와 구별된다. 소타자는 거울에서 주체가 마주하는 타자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김석, 위의 책, 2013, [키워드 찾기] 부분. 이에 따르면 타자는 ‘아버지의 법’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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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한 경제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개인의 욕망에 한 

억압과 강박, 즉 ‘아버지의 법’을 작동시키게 된다.

2000년 에도 다년간 매년 10% 정도의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이다.12) 

이러한 경제의 빠른 발전은 이와 동반하는 경쟁과 불안 등이 중국인들의 삶을 변화

시켰으며,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가부장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법’이라

는 사회 규범의 억압과 통제와 립하거나 충돌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의 중국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아버지의 법’이라는 통제 기제

가 공산주의의 구호를 신한 자본주의적인 변신을 하며 중국인들의 생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가부장제의 지속이라는 큰 흐름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진전과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위상은 약화 되

어가고 있었다. 반면, 정치의 독재 현상과 부정부패는 사회 주변적 인물 혹은 시민 

다수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고, 이러한 현상에 한 관심이 영화의 전면에 등장

하며 영화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주목의 상이 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생겨났

다. 주로 ‘영웅’이나 ‘위인’ 혹은 역사 및 정치적 사건 속에서 발화하며 담론을 펼치

고자 하던 흐름에서, 사회 주변적 인물 혹은 소시민적인 인물이 이 영화의 전면에 

새롭게 등장하고 진지한 관심의 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13) 

이러한 현상에 관해,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이 제 로 정착하지 못하고, 상징계

의 법이 제 로 기능하지 못한 데에서 상징계에 구멍이 뚫리어 망상이 생길 수 있

다고 말한다. 그 틈새를 상상계가 신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슈레버 판사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육자였는데 아버지를 상징하는 교육 

도구가 슈레버의 망상에서 고문 도구로 보인다. 그리고 슈레버가 여자로 변하여 

새 종족을 낳아 세상을 구원할 임무를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성전환 망상과 

구원자 망상도 신에 한 태도와 관계된다. 슈레버에게 신은 아버지의 형상을 

신하는 것이다. 신에 한 슈레버의 모순적 태도, 즉 극도의 공경과 비난은 오이

디푸스콤플렉스 시기 아이가 아버지에게 보이는 양가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14)

하는 무의식의 심급인 것이다.

12) 【中國2000人均gdp-百度】  https://dwz.cn/ip8RMggf?u=7f2d6a2e17ded2cd (2019

년 7월 9일 검색)

13) 이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쓴다면, 이른바 ‘5세 ’ 영화와 ‘6세 ’ 영화의 차이를 

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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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법’이란,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나 규범이

며,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타자로서, 우리에게 이른바 국가가 용인하는 가치

관과 행동양식만을 따르도록 주체의 욕망을 억압하며, 우리가 주체로서 자신의 욕

망을 억압하여 제 로 알지 못하게 한 채,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으

로 오인하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의 급격한 증가나 개인 SNS를 통

한 상호소통의 증 는, 중국 사회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에 따라 조

금씩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통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거기

에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1당 독재의 상명하달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국가체제의 부정적인 영향은15) 다수의 인민들을 위한 정

치를 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는 바로 ‘아버지의 부재(不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영화 속

에서 드러낸 징후라는 측면에서, 아이의 어머니에 한 욕망을 통제하는 이러한 라

캉의 ‘아버지의 법’ 개념을 사회질서의 작용으로 원용(援用)하고자 한다. 즉, 상기

한 예들을 포함한 중국 사회의 변화들이 반영된 2000년 의 관련 영화들에 해서 

‘아버지의 법’에 한 폐제(廢除)16) 또는 승인(承認)17)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14) 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224쪽.

15) 큰 흐름으로서의 향방은 이러할 테지만, 2000년 가 아닌 2018년의 일이긴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8년 3월 전국인민 표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집권의 길을 열은 것은 중국 사회가 가부정적인 1인에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퇴행

을 낳았으며, 사회가 보수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2000년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변화이다.

16) 정신병은 ‘아버지의 이름’(아버지의 법)이 ‘폐제’(foreclosure, 廢除)된 상태이다. 정신

병 환자에게는 아버지의 이름[법]이 폐지되고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정신병 환자에는 

편집증 환자(paranoia), 정신분열증 환자(schizophrenia) 그리고 조울증 환자(manic 

depresive psychosis) 등이 속한다. 문장수, <인간 범주에 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한 비판>, 《철학논총》 제71집 제1권, 2013, 49쪽. 본문에서도 보듯이, 영화 속 주인

공이 ‘아버지의 법’을 폐제함에 따라 정신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진입했다(《귀신이 왔

다》에서 극도의 분노에 휩싸이게 된 농민 마다샨)고 볼 수 있다. 혹은 정신병(정신분열

증) 끝에 죽음에 이르고 만다(《총을 찾아서》의 경찰관 마샨).

17) 아버지는 주체의 기원이자 욕망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원이라는 것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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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버지의 법’의 폐제의 형상화

1. 아버지의 무능: 《귀신이 왔다》(2000)

지앙원[姜文]18)이 연출한 영화 《귀신이 왔다[鬼子來了]》는, 정부 주도의 주선

율의 담론을 벗어나서 진정한 민중의 입장과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일본군의 잔악성

과 중국 농민의 순수함을 선명하게 비시키며 전쟁의 상처와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앙원은 이 영화 속 주요인물인 마다샨[馬大山]이 아마도 자신의 전

생인 것 같다고 말한다. 영화를 찍을 때 그 시 를 살았던 사람과 말이 통하고 마

치 경험한 듯했으며 그 당시의 냄새와 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19) 그가 그만

큼 이 마다샨이라는 인물에 몰입해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귀신이 왔다》는 ‘모든 인민이 들고일어나 투쟁했다.’는 애국주의 항일 영화의 구

호는 외칠 생각이 전혀 없다.20) 영화 속에는 비록 웃음의 요소(농민의 순박한 생

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만 가능하기에 주체는 아버지를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

이 물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주체의 구성조건인데 상징계를 지탱하는 심급(instance)

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상징계로 진입해야 주체가 된다. 주체는 상징계로 진입해야 주

체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법]’을 수용[승인]할 때 주체가 된다. 

김석, 위의 논문, 32쪽.

18) 1984년 중앙희극학원(中央戲劇學院)을 졸업하고, 《芙蓉镇》(1986), 《红高粱》(1987), 

《有话好好说》(1997) 등에서 주연을 맡아 중영화 백화장(百花獎) 영화제와 홍콩 금

상장(金像獎)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陽光燦爛的日子》(1995), 《太陽

照常升起》(2007), 《讓子彈飛》(2010) 등의 영화를 연출하여 깐느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상과 만 금마장(金馬獎) 영화제에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하였다.

19) “我看過一本書叫《前世今生》，覺得這部電影可看作是我的‘前世’。爲什麼？因爲拍戲的
時候，我跟在那個時代生活過的人有共同語 。我像經曆過，我能聞到那股味，能感
覺到那個時候的光線。” 程青松⋅黃鷗, 《我的攝影機不撒謊》, 中國友誼出版公司, 2002, 67. 

20) 지앙원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기를, “우리의 이런 영화들은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학살한 문제를 은폐시키는 데에 꼬투리를 제공했다. 실제로 그때 우리는 ‘전 인민이 모

두 들고 일어나 투쟁한 것[全民皆兵]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이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구실을 다시 주어선 안 되겠

다. 영화를 만듦으로서 그럴 듯한 말로써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 더욱

이 당장의 이익만을 좇아서 비위를 맞추는 것도 곧잘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

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관객들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가 없다. 

(我們的這些 電影成了他們掩蓋當年屠殺中國平民的把柄。但事實上，那時候我們並



무의식을 통한 지(知)의 확장: 2000년  국 화 독해  81

각과 말투, 두 포  안의 일본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온갖 

실수나 허둥거림 등)가 녹아들어가 있으나, 그 비극의 역사를 직시하며 관객들에게 

역사의 진실에 해 사유케 하고 있다. 

이 영화는 또한 북방의 외진 산골 마을의 농민이 생각지도 못한 ‘배신’21)에 휩싸

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냉정하고도 실감 나는 묘사를 함으로써 당시 공산당 

군 의 무책임과 농민의 무지에 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공산당 군인들은 농민 마다샨의 집에 두 포 자루에 담긴 일본군 2명(이 중 한 

명은 통역관)을 남겨 놓고 8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다른 곳으

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반(半)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는데, 결국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 볼 수가 없다. 이 전쟁의 와중에 농민에 해서 

제 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일본군을 맡긴 채 다시 얼굴조차 내 지 않는 공산당 군

의 모습은, 규율과 제도로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인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영락

없는 ‘아버지 부재’이자, 거세된 아버지의 모습이다. 

농민들은 시종일관 ‘살인’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본군의 말을 믿고 일

본군과 쌀을 ‘교환’하기로 “주인이 되어 결정했지만[當家作主],” 결국은 ‘재난’의 씨

앗이 되어 일본군에게 마을 사람 전체가 몰살당하는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다. 

일본군의 배신과 잔혹함에 분노하여 개인적인 복수라도 하고자 국민당 포로가 된 

일본군들에게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 몇 명을 살상하였지만, 결국 국민당군의 사형 

결정으로 말미암아, 마다샨은 일본군에 의해, 그것도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통역

관 일본군의 칼에 목이 베이게 된다. 이때의 장면은 루쉰(魯迅)이 일본유학 때 보

았다는 환등기 필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루쉰이 개탄해 마지않았던 것처럼, 

중국인 마다샨이 일본군에게 처형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마다샨을 둘러싼 많은 중

국인 남녀노소는 마치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러온 듯하고, 곳곳에서 웃음 띤 

沒有‘全民皆兵’，那只是我們的理想。而我們現在拍電影，就再不能給日本人這種口實
了。我覺得通過拍一部電影過嘴癮容易的，而且往往能很急功近利地討點好，但是事
情過去之後既不起作用又不能使觀眾真正進行思 。) 程青松⋅黃鷗, 위의 책, 84.

21) 반년 넘게 포  안에서나마 삶을 영위하고 농민들이 끝내 죽이지 못하고 살려준 일본헌

병 에 귀환하게 도와주자, 은혜를 입은 두 일본군이 감사의 보답으로 두 수레의 식량

을 가져다주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듯했지만, 갑자기 일

본의 패망한 사실을 들먹이며 갑자기 ‘배신’한 헌병 장의 명령에 의해 갑자기 학살당하

게 되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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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보일 뿐,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서도 심각한 표정조차 찾기 힘들다.

바로 마다샨과 마을사람이 일본군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 지녔던 그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수 어린 중국인들의 

심리에서 ‘국가’나 ‘민족’의 상징계를 의식함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민족감정 등을 자극하는 ‘아버지’ 자체가 부재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다샨은 그 많은 중국인들 앞에서 처형의 정당성에 

한 아무런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군에게 극형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 삼을 것은, 일본군을 공격한 마다샨이 설령 처벌을 받아야 한

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투항하여 2차 세계 전이 이미 종전(終戰)을 맞은 상황이고 

마다샨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들은 그저 국민당군들의 포로들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민당군이 법적인 판단과 법의 집행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당군은 같은 중국인인 마다

샨이 일본군들에게 분노하여 복수를 하고자 한 자초지종에 해서는 아랑곳없이, 

일본군이 일본도( )로 중국인 마다샨의 목을 베게 한 것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법’을 행사하는 권력체[ 타자]로서 종전 후 질서의 주관자가 될 마땅한 권리를 스

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즉결 총살[就地槍決]’을 하도록 마다

샨에게 사형처분을 내리고, 그것도 당시의 정치권력이자 상징적 아버지로서 자신의 

국민 또는 (중화)민족의 일원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또 하나의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당군의 결정은 일본군 부 장이 통역관

에게 “정말이냐?”고 물을 정도로 의외의 것이었고, 결국 포로 신분으로서, 총이 없

는 일본군 통역관은 자신을 일본의 ‘전통 무사’인 듯 일본 전통 무사도를 이용해, 

자신을 포함한 일본군들이 배신한 농민 마다샨을 직접 처단할 기회를 얻는다. 

마다샨이 목을 베이게 되는 이 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한 장

면이 있다. 일본군이 마다샨의 목을 베려 할 때, 마다샨의 목에 개미 한 마리가 있

는 것이 클로즈업(close-up) 되어 보인다. 일본군이 그 개미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코믹하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혹시 개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거나, 마다샨의 목

이 간지러울까 봐 걱정해서라고 한다면 농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저 무의

식적인 습관적인 행동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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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본군들이 마을사람들과 마다샨을 배신하여 마을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사

실이나, 또 그 일에 분노한 마다샨을 직접 죽이게 되는 순간, (그 사형처분에 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만큼 양심적이면서 용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무겁고 죄책

감을 느낀다면 마다샨의 목에 있는 개미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연히 

보았다고 하더라도 개미에게는 신경 쓰지도 못할 것이고, 굳이 손가락을 퉁겨내는 

사소한 행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마다샨의 목을 베는 행

위도 명령을 받았으니 수행한다는 식의, (통역관의 미안함은 별로 볼 수 없는, 덤

덤한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의식은 접어 둔 상태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음

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본군의 냉혹함과 잔인성을 설명해

주는 디테일(detail) 한 장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다샨의 죽음은 ‘아버지의 법’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변해 줄 수 있는 권

력기관인 기표들(공산당, 국민당)이 모두 제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어쩔 수 없

이 죽음이라는 삶의 실존에서 벗어나는 실재(계)로 이탈하였음을 의미한다.22) 이

렇게 마다샨의 ‘아버지의 법’은 폐제되고 말았다.

2. 아버지의 불안: 《총을 찾아서》(2002)

“ ‘총’은 사회질서의 상징이며, 경찰관에게는 신분의 징표이고, 아버지의 권력이

자, 남성의 힘, 남편의 책임이나 의무 등의 상징이기도 하다.”23)

총은 이렇게 국가 사회에서 타자로서 ‘아버지의 법’을 명령하는 집행자를 변

하는 것이기도 하다. 루추안[陸川] 감독24)의 《총을 찾아서[ 槍]》(2002)에는 총

으로 상징되는 타자로서의 권위자인 아버지의 존재는 처음부터 사라지게 된다. 

22) 실재란 상징이 아닌 상징의 교란이자 죽음이며 덧없음이다. 실재란 파괴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박영욱, 《보고 듣고 만지는 현 사상》, 바다출판사, 2015, 322쪽.

23) “ ‘槍’是社 秩序的象征，是警察身份的標志，也是父親的權力、男性的力量、丈夫的責
任或義務等等的象征”。陳旭光, 《當代影視文化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4, 158쪽.

24) 표적인 작품으로 《寻枪》(2002), 《可可西里》(2004), 《南京！南京！》(2009), 《王的
盛宴》(2011) 등이 있다. 2009년에는 제3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감독상과 제

57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황금조개상, SIGNIS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제4회 

아시아필름어워드 최우수감독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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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은 경찰관이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마샨[馬山] 

그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불안해 휩싸여 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부권(父權)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국가나 사회에 한 신뢰

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은유한다. 마샨의 상관인 공안국장은 총을 분실한 마샨을 비

난한다. “총이 북경까지 흘러 들어가면 너는 당과 국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겠는

가.”25)라며 ‘범죄’를 저질렀다고까지 한다. 마샨의 경찰복은 몰수되고 경찰인 마샨 

자신이 ’아버지의 법‘[국가의 공안국장]에 의해 질책 받는다. 마샨은 이제 예전의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게 되고, 아들을 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진다.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태도 중 무엇이 진실인지 막연해하며 불안해한다. 마샨은 자신 

주변의 유형, 무형의 많은 것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상

념에 사로잡힌다. 마샨 자신에게 ’아버지의 법‘의 권위가 사라지자, 자신을 포함한 

주변 모두에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마는 것이다. 

총을 잃어버리기 전날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술을 마시고 얻어 탄 자동차의 주인 

조우샤오강[周 剛]의 집에 찾아갔는데, 뜻밖에 10여 년 전의 연인 리샤오밍[李

萌]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 세 발의 총알이 남아 있는 총의 행방과 그녀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불안한 가운데 리샤오밍과 재회하게 되고, 그녀에게 미련이 남은 듯

한 마샨의 마음은 복잡한 심경이 된다. 이로 인해 마샨의 아내는 그녀 나름 로 마

샨이 고향 친구 리샤오밍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는 마샨이 말로서 

쉽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가짜 술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짜 총에 위협을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무엇이 진

짜이고 가짜인지, 혹은 진짜와 가짜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인간이 오히려 진실에

서 소외되는 혼란들이 발생한다. 질서가 혼란에 압도되는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사회에 만연함을 보여준다.

또, 마샨이 리샤오밍에게 조우샤오강의 행적을 물을 때, 리샤오밍을 바라보던 마

샨은 리샤오밍에 해 남아 있는 미묘한 감정으로 인해 환상에 사로잡힌다. 그가 

총을 잃어버린 채 파출소에 갔을 때 주변 모두가 그를 향해 비웃는 모습을 보고 듣

거나, 도로에서 갑자기 여동생과 매제 그리고 가족들이 나타나는 환각 등, 이 모두

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만 마샨의 정신분열

25) “槍要是流到了北京, 你給黨和國家帶來多大的危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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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26)

아버지가 부재하는 무질서의 상황에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것인데, 바로 조우

샤오강이 만든 가짜 술에 가족이 죽어버린 류지에바[劉結巴]가 복수를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작 진짜 복수 상인 조우샤오강 신 리샤오밍을 실수

로 잘못 죽인 것으로 밝혀진다. (이는 마샨이 총알의 흔적으로 사격 방향을 추리하

여 알아낸다. 이러한 마샨의 노력과 능력은 ’아버지‘가 부재한 현실에도 권위를 지

닌 ’아버지‘에 한 향수와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짜가 진짜로 오인되는 역설(paradox)의 혼돈 속에서, 마샨은 원래 자신을 향

할 이유가 없는 총알에 피살되어서라도 또 다른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 총을 찾

아나선다. 이 또한 총을 쏴야 하는 자가 총에 맞아야 하는 자가 되는, 가짜가 진짜

와 역전되는 상황이다. 그가 총을 맞는다면 그것은 총을 잃어버린 거세된 아버지의 

종말이라는 점에서는, ‘아버지 부재’의 현상이면서도, 총의 분실에 해서 책임을 끝

까지 지는 ‘책임과 권위의 아버지’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마샨은 마침내 류지에바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데, 남은 총알에 

맞게 되고 만다. 그의 영혼은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 망연자실한 듯한 

웃음을 짓는다. 이 경찰관의 총의 분실과 혼란, 살인사건의 발생과 경찰관의 피살

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짜 술 제조를 제 로 단속하지 못했고, 또 그 가짜 술로 

인명 피해가 났는데도 그에 한 적절한 배상조치 등, ‘아버지의 법’이 제 로 실행

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아버지’ 자신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세독(細讀)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

가 성립한다. 바로 마샨이 정신분열증 환자이어서 실제로는 류지에바와 한 인물인

데, 영화 속에서 마치 서로 다른 두 인물인 것처럼 그려졌고, 마샨도 죽어가는 과

정에서 그것을 깨달아 안심하면서도 절망적인 웃음을 지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 자세히 보면 영화 속에 가짜 술 공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리샤

오밍이 피살되기 전에 “당신들 두 사람 같이 와요”라고 하면서 주샤오강 뒤의 인물

26) 정신의학에서 환각은 허위지각으로 정의된다. 즉 외부자극 없이 생기는 지각이다. 환각

은 정신병의 전형적인 현상이며 개는 환청이다. 그러나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

적인 환각들도 있다. 문장수, 위의 논문, 50쪽(9번 각주). 이러한 환각의 증세도 결국 

마샨의 정신분열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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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미소를 지은 것은, 그가 바로 마샨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장

면에서도 수갑을 찬 채 총을 들고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뜻밖에도 류지에바가 아

니라 총을 찾던 마샨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류지에바는 정신분열을 

앓는 마샨이 창조해낸 가상의 인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의 

아버지는 ‘불안의 아버지’를 넘어서 ‘가해/자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마샨은 경찰관으로서 사회의 규범을 바로잡고 집행하는, 상징계의 언어체계 등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법’을 집행하는 타자

의 역할을 현실에서 행하는 인물이지만, 망상이나 환상을 지닌 정신분열자로서 

상징계에 구멍이 난 존재였고, 그 상징계의 구멍을 봉합하는 데에, 다시 말해 그 

주인 잃은 총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그 

자신이 죽게 됨으로써 죽음이라는 실재계로 진입하는 형상화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신분열이라는 상징계의 구멍은 봉합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정에서의 가부장이라

는 지위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법’도 폐제되는 형상을 보여줬다. 

Ⅲ. ‘아버지의 법’의 승인의 형상화

1. 호출된 아버지: 《소요에 맡기다》(2002) 

정신분석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실제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망을 상

징계의 법으로 체하는 기표인 아버지의 은유와 관련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개입

되며 상상계의 양자(兩 )관계가 붕괴되고 팔루스가 근본적 상실 상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팔루스(Phallus)27)는 근본적인 욕망의 원인/ 상(object-cause of 

desire)이며 무의식을 조직, 편성하는 중심 기표이다.

지아장커[賈樟柯] 감독28)의 《소요에 맡기다[任逍遙]》는 작품 제목과 내용은 서

27) 정신분석학 용어로, 거세된 페니스의 이미지에 해당한다.

28) 표작으로 《 武》(1997), 《任逍遙》((2002), 《世界》(2004), 《東》(2006), 《三峽好

人》(2006), 《二十四城記》(2008), 《山河故人》(2015), 《江湖兒女》(2018) 등이 있으

며, 2013년에는 제66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2014년엔 제11회 예레반 국제영화제 예



무의식을 통한 지(知)의 확장: 2000년  국 화 독해  87

로 패러독스(paradox)를 이루며 절망감의 정서를 더해주고 있다. 이 영화는 2000

년  초반의 산시[山西] 따통[大同]은 계획경제의 흔적이 남은 중공업 중심 도시

로 경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채로 뒤쳐져 있다. 삔삔[斌斌]과 위엔위엔[圓圓], 

이 두 실업자 청년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실업 외에도 그들의 아버지도 실업자가 되

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이러한 경제적 곤경은 영화의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샤오찌[ 季]와 챠오챠오[巧巧]가 그들이다. 삔삔과 샤오찌, 이 두 무

직 청년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실업 외에도 그들의 아버지도 실업자가 되었다는 사

실이다. 그들의 이러한 경제적 곤경은 그들의 엉뚱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삔삔

은 군 를 가서 무료한 일상을 탈출하고자 했으나, 신체검사에서 간염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합격한다. 삔삔은 북경에서 학을 다니는 위엔위엔과 점점 다른 

처지에서 오는 거리감을 느끼고, 샤오찌는 챠오챠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았으나 둘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샤오찌를 연인으로 하기

보다 지배하려는 ‘남자친구’에서 탈출시키는 것도 역부족이다. 삔삔의 충동과 샤오

찌의 고리 금으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함께 생각해낸 것이 중국건설은행에 가짜 폭

탄을 차고 들어가 위협하여 은행강도를 하는 것인데 삔삔은 바로 은행 안의 경관에

게 곧 야단을 맞으며 체포된다. 샤오찌는 곧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다. 그들의 인

생은 자유를 만끽하는 ‘소요에 맡기는 것[任逍遙]’과는 정반 의 방향이 되었다. 

이 두 청년이 겪고 있는 경제적 파산상태, 무직, 연애 실패 등의 일련의 위기는 

탈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사실 미로처럼 답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은 ‘방관하는 아버지’의 그늘 하에 있는 듯하다. 상징계

의 언어를 통해 그들이 사회화의 길로 가면서 인생의 정상 궤도를 오를 수 있는 사

다리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법’ 자체가 부재한 듯 그들에게 무관심한 채, 

‘아버지’는 그들이 욕망과 쥬이상스를 추구하도록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29) 

결국 그들이 선택한 ‘무기력한 은행강도’는, 어찌보면 이 ‘방관하는 아버지’에 해 

존재 여부를 묻는 행위이거나, 이 ‘방관만을 일삼는 아버지’가 가한 억압에 한 히

술공로상을 수상했다.

29) 앞서 각주 5)에서 타자는 욕망을 규정하고 욕망에 답을 주는 상징계의 의인화된 심

급이라고 했듯이, 타자는 ‘아버지의 법’을 지키도록 감시하면서도 사회가 용인하는 내

에서의 욕망의 본질인 인정 욕망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영화 속에서 

샤오찌와 삔삔이 보여주는 ‘무료함’은 사실 무기력과 좌절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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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리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30) 결국 두 청년의 강도행각으로 인해, 삔삔이 은

행 보안인원에게 체포되고 샤오찌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은, 그들을 

방관하던 아버지에 한 명백한 ‘호출’로 읽힌다. ‘아버지의 법’이 그들 앞에 현현하

도록 범죄행위를 통해 불러냄으로써, 그들은 비록 체포되어 굴욕을 당하고 또는 불

안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아버지의 법’을 승인한 형상화를 나타내고 있다.

2. 강요된 아버지: 《칭홍》(2005)

1964년부터 국방과 과학, 공업 및 교통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중

서부의 13개 성(省)에서 실시된 ‘3선 건설(三線建設)’이라는 국가 정책이 이야기의 

전제가 되어 왕샤오슈아이[王 帥) 감독31)의 영화 《칭홍(青紅)》은 시작한다. 두 

청춘 남녀의 애정이 철저히 부정되는 과정을 그리며 1980년 의 역사를 기억하고 

상상한다.

이 3선 건설의 국가 전략에 한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꾸이조우[貴州]로 이사

했던 칭홍의 부모는, 다시 ‘상해인’이 되어 살고 싶을 뿐 이제 개혁개방이 시작되어 

가치가 상실되어가는 낙후된 지역에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딸 칭홍[青紅]은 바로 꾸이조우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여기고 있기에 떠나고 

싶지 않다. 또 샤오건[ 根]과는 호감을 갖게 되어 가까워지는 참에 있어 칭홍은 

애정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곤혹에 처하고 만다. 

국가 담론과 부모의 뜻에 의해 젊은이들의 사랑과 욕망은 무시되는 고통과 미망

30) 삔삔은 라이터조차 제 로 챙기지 않아서 은행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 채, 은행의 

보안요원에게 ‘교무실에 끌려간 학생마냥 꾸지람을 들으며’ 체포된다. 은행에서 강도짓

을 할 배포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상징계의 ‘아버지’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고, 보안요원의 존재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다. 은

행강도를 하려는 것이 매우 충동적이었으며(무의식에서의 충동은 죽음충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은행강도를 하다간 경찰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죽음충동과 실제로 

맞닿아있다), 아버지에 의해 방관된 존재라는 무의식적 기억을 억압하면서 생긴 히스테

리 증상의 발현이며, 장기적인 실업과 미래의 실연 등의 발생 이전에 스스로 강도가 됨

으로써 그러한 일들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전치(轉置)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31) 《冬春的日子》(1993), 《極度寒冷》(1997), 《二弟》(2003), 《十七歲的單車》(2001), 

《闖入 》(2014), 《地久天長》(2019) 등이 표작이며, 2005년에 제58회 칸영화제 심

사위원상을, 2008년에는 제5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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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든다. 국가라는 타자는 ‘3선 건설’을 호소하다가, 이제는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구호로 한 가정의 향방을 좌지우지 한다. 한 세 를 거치며 달라진 국가 정

책은 ‘변심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는 칭홍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제시하는 ‘3선 건설’이라는 정책 

방향이은 ‘위 한 공산당’의 영도 하에 집행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삶을 옳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강한 신념과 함께 일종의 ‘아버지의 법’으로 작용했던 것이

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 거라는 강박 혹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칭홍 아버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헤게모니로서의 공산당이라는 ‘아버지’로서의 위상은 주체들의 무의식에서부

터 약화되어가는 경향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와는 무관하게 

칭홍에게는 꾸이조우의 마을이 그녀 정체성의 일부이며 샤오건과 연애의 감정을 느

끼는 낭만의 공간이었다. 또한 그녀는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는 쥬이상스의 주체로

서 샤오건과 함께 정상적인 주체로서 성장하는, 삶의 중요한 여정에 있었다. 꾸이

조우와 샤오건을 갑자기 떠나는 것은 자신의 주체로서의 성장을 막는 것과 같은 일

이었다.

칭홍 아버지의 감시로 서로를 멀리하게 된 샤오건과 칭홍은 마을 뒷산 아래에서 

우연히 재회하지만, 샤오건을 하는 칭홍이 차갑게 식은 듯한 태도로 변해있자, 

상해로 이사가는 문제에 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샤오건은 칭홍을 강간하려고 하

다 체포된다. 칭홍을 상실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강간이라는 일종의 죽음충동의 행위를 하게 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32) 칭홍

네 가족이 모두 상해로 이사가는 차량이 떠나는 중에 샤오건을 처단하는 사형을 알

리는 방송이 들리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는 국가 정책의 전환과 시 의 변천 

하에서 더 나은 삶에 한 생각과 감정이 다른 세  차이의 갈등이 충돌하며 커다

란 상처와 고통을 낳은 역사의 흐름에 한 증언이다. 

이 영화에서는 칭홍의 (육신의) 아버지가, 타자로서 상해에 이사를 가는 것을 

‘진리’라도 되듯이 ‘아버지의 법’으로서 내세우고 이를 억지로 승인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33) 

32) 앞서도 지적했듯, 충동은 죽음충동과 연관되며, 강간 범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죽음을 향한 충동과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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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의 부재를 통한 승인: 《낮과 밤》(2005)

왕차오(王超) 감독34)의 《낮과 밤[日日夜夜]》은 광부인 주인공 광셩[廣生]이 지

닌 욕망과 이를 억압시키고자 하는 타자의 ‘아버지의 법’, 이 양자(兩 ) 간의 충

돌과 그 사이에서 짓게 된 죄에 한 속죄 혹은 자기 구원을 보여준다. 광셩은 젊

은 혈기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한 채, 자신에게 채굴광업을 가르치며 매일 함께 광

부일을 하는 사부(師父)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빠져 있다. 사부는 이를 모르는 것인

지 아니면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사부와 광셩이 일하던 광산

에서 사고가 일어나 그는 사부를 구출하지 못하고 자신만 빠져나오고 만다. 죽음으

로 인한 사부와의 영원한 이별로 광셩은 더욱 죄책감을 느끼며 사부의 아내와 작별

을 고한다. 사부의 지능박약증이 있는 아들 아푸[阿福]는 광셩과 함께 광산지역에 

남는다.35) 광셩은 모닥불에서 기도하며 사부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사부의 아들 아

푸를 결혼시켜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믿는다. 이에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아푸의 

혼사를 추진하는데, 빈곤한 가정의 홍메이[紅梅]와 알게 되고 그 둘을 맺어주려 한

다. 홍메이는 아푸를 싫어하지도 않지만, 광셩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광셩

은 또 한 차례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그들을 떠난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어떤 것을 놓쳤다는, 다른 어떤 것을 더 가

질 수도 있었다는 느낌을 가진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충분한 쾌락의 너머에서 우리

를 만족시키고 채우게 될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바로 쥬이상스이다.”36)라고 라캉이 

설파했듯이, 광셩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죄책감 속에서도 자신의 끊임없

이 새롭게 솟아나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쥬이상스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되며 ‘아버지의 법’과 충돌하였다. 

33) 샤오건의 입장에선 죽음으로서 실재에 진입하는 ‘아버지의 폐제’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는 영화의 가장 주요한 주인공인 칭홍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34) 《安陽嬰兒》(2001), 《日日夜夜》(2004), 《江城夏日》(2006), 《天國》(20011), 《 找羅

麥》(2015) 등의 영화를 연출하였으며, 2001년에 시카고 영화제 국제 영화 평론가 협

회상을 수상했다.

35) 사부의 아들 아푸는 광셩과 자신의 어머니와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다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듯했다. 하지만, 불륜에 한 죄책감과 사부에 한 미안함 등으로 

광셩이 아푸를 돌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6) 숀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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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셩은 관음보살에게 기도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이

는 또 다른 타자의 명을 받은 새로운 ‘아버지의 법’이 인정하는, ‘이제는 죄를 짓

지 않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또 다른 욕망의 출발이자 쥬이상스의 추구라

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부의 죽음 후에 사부의 아내를 떠남으로써 (아이가 어머니

에 한 욕망을 포기하듯) 상징계의 타자가 요구하는 불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버지의 법’에 한 승인을 추구하였지만, 다시 아푸의 아내가 될 여자와의 불륜

으로 ‘아버지의 법’의 승인을 얻는 데에 실패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을 떠남으로

써 자신을 두 사람의 중매인이자 지인이라는 기표로 자리매김하면서 ‘아버지의 법’

을 승인하였다. 광셩이 자신이 저지른 불륜이 ‘진정한 사람’이나 상 와의 ‘완전한 

합일’이라고 상상하며 계속 욕망만을 추구했더라면, 그는 결국 ‘아버지의 법’을 폐제

하고 결국 죄책감에 매몰되거나, 죄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에

만 급급하며 왜곡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Ⅳ. 화라는 ‘ 상’: 무의식 속 징후의 착종

2000년 의 중국영화에서 《귀신이 왔다》(2000)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

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공산당이나 국민당 군 의 무능함을 보여줌으

로써, 또 그런 이유로 무고한 농민 마샨이 어처구니없게도 은혜를 입은 일본군의 

무사도에 살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마샨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버지의 법’이 

폐제되는 형상을 보여주었다. 《총을 찾아서》(2002)에서는, ‘아버지의 법’의 수호자

이어야 할 경찰관이 정신분열자로서 상징계에 구멍이 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색다른 설정이었다. 그가 자신의 주체로서 그 상징계의 구멍을 봉합하고

자 그 주인 잃은 총을 끝까지 되찾는 데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결국 자신에 의

해) 그 자신이 죽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죽음이라는 실재계로 진입하였다. 

이렇게 상징계의 현실을 아예 벗어남으로써 마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법’은 폐제

되고 말았다. 

《소요에 맡기다》(2002)에서 삔삔과 샤오찌 두 청년은 강도행각을 벌이고 만다. 

삔삔은 은행 보안인원에게 체포되고 샤오찌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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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을 방관하던 아버지에 한 명백한 ‘호출’ 행위처럼 읽힌다. ‘아버지의 법’이 

그들 앞에 현현하도록 범죄행위를 통해 ‘아버지의 법’을 불러냄으로써, 두 청년은 

비록 체포되어 굴욕을 당하고 또는 불안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아버지의 법’에 

한 승인을 나타내고 있다. 《칭홍》(2005)에서 칭홍은 꾸이조우의 마을을 고향으

로 여기고 이제 막 동네 청년 샤오건과 사랑에 빠져 있다. 하지만, 칭홍의 (육신의) 

아버지는 타자의 리인인 듯, 상해에 이사를 가는 것이 일종의 진리라는 ‘아버지

의 법’을 내세우고 이를 억지로 승인시키면서 두 청춘남녀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

처를 남겼다. 《낮과 밤》(2005)에서 광셩은 두 차례에 연이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아버지의 법’을 승인하는 데에 실패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을 떠남으

로써 자신을 아푸와 홍메이 두 사람의 중매인이자 지인이라는 기표로 자리매김하면

서 ‘아버지의 법’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욕망에 의한 죄악을 저지른 후

의 회피에 불과하단 점에서, 중국 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부정부패를 우회적으로 암

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볼 때, 《귀신이 왔다》는 백성의 무고한 죽음으로, 또 《총을 찾

아서》는 경찰관의 정신분열로 ‘아버지의 법’이 폐제되고 있음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영화가 중국사회에서 억울한 죽음에 한 불안과 공권력에 한 불신을 무의식의 

징후로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요에 맡기다》에서, ‘아버지의 법’을 승인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징계의 조건을 자연스럽게 승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

지의 부재’에 한 소환이자 호출로서, 범죄행위에 따른 공권력의 개입이란 형태로 

‘아버지의 법’은 그제서야 등장하고 승인된다. 《칭홍》에서는 기성세 의 설득 아닌 

강요로서, 《낮과 밤》에서는 불륜을 행한 후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아버지의 법’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위 세 편의 영화들도 ‘아버지의 법’을 폐제하고 있는 경우에 못

지않게 중국 사회의 통제에 한 불만과 억압이 잠재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이러한 개인들의 심리 및 사회현상에 한 깊은 통찰과, 이에 근거

한 개혁을 통해 점차 해결해나가야 할, ‘G2 국가’ 중국의 감춰진 숙제이다.37) 

37) 본 연구에서 다룬 영화들이 그 수량이 많지 않고, 본 연구자의 임의의 선택에 의한 것

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선택한 영화들이 2000년  당시의 중국사회의 문제에 민감하

게 반응하며 영화 속에 반영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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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의 인민들이 각자의 다양한 욕망을 제 로 해소할 수 있는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종 스트레스와 사회적 통제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해서 허

덕이며 살아갈 뿐이라는 현실에 처해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38) 다만, 현실 그 자체의 상황은 이러한 ‘아버지의 법’에 한 승인이나 폐제라

는 이분법적인 이론에 간단히 포섭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며, 사회의 여러 현상

이 착종된 채, 무의식의 지(知)가 담고 있는 각종 암울함과 불안의 현상들을 내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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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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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이기한⋅김순식,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역, <신경증과 정신증>,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04.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5.

【Abstract】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capitalist order of the world through 

the painful and grave crisis of the ‘Tiananmen movement’ into the 

Chinese society,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view of those who 

are forced to alienate themselves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of the mainstream of society, and to critically view the 

phenomenon of the Chinese society’s “politik collusion.” So what you 

can see in Chinese films in the 2000s is that the control mechanism 

of the ‘father’s law’ is replacing the slogan of communism with 

capitalist transformation and making the survival of the Chinese 

people difficult. The great trend of the continuation of the overall 

patriarchal system in society did not take place, but the status of 

‘father’ was weakening amid the progress and changes i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autocracy and corruption in politics add to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round society or the majority of citizens, and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movie in which interest in them 

appears on the front page of the movie and becomes the focus of 

attention.

The Chinese society has entered the path of development of the 

transformation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with the 

start of the 12th plenary sess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Third Central Committee, raising the banner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무의식을 통한 지(知)의 확장: 2000년  국 화 독해  95

economy has changed the lives of the Chinese people, and amid the 

change of values, the patriarchal system has begun to falter, and the 

various desires of individuals have begun to emerge as a center of 

life. Along with this trend of social change, the five films shown in 

the 2000s in China confirmed that the approval or abolition of the 

conditions demanded by the symbolism of the Father’s Law was 

shaped in two aspects in the 2000s in China, both of which made 

life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people of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e of politics close to dictatorship showed excessive oppression 

and control over the desires of the people.

【主題語】

무의식, 아버지의 법, 라캉이론, 승인, 폐제

潛意識, 父法, 拉康理論, 承認, 廢除

unconsciousness, Father’s Law, Lacan’s theory, approval,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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