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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國文提要】

본고는 王家衛 감독의 영화 《重慶森林》을 볼 때마다 들었던 의문점들을 정리해

보려는 글이다. 기존 연구들도 꽤 많으나, 이제는 새로운 의문에 답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필자에게 들었던 의문은 왜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통조림에 저리 집착하

는가, 왜 넥타이로 여성의 하이힐을 닦아주는가, 왜 비누나 걸레 등 사물과 화하

는가, 이야기 2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이야기 1과 이야기 2는 어떤 관계가 있는

가, 제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이다. 이 모든 질문이 이 영화가 홍콩의 

1997년 반환을 앞둔 홍콩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할 것이며, 각각

의 장면과 장치들을 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제주 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 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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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重慶森林》에 한 연구 성과는 이미 풍부하다. 후지이 쇼조에 의해 ｢홍콩이란 

中國의 땅에서 유럽이 인공으로 떼어내서 가공한 작은 공간이 아니었는가. 그렇다

면 통조림의 유통기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에서도 자연히 홍콩의 1997년 중국 반환

이 예상될 것이다. 덧붙이면 그것은 5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다.｣ 1)라는 해석

이 나온 이래 《重慶森林》은 단순한 두 쌍의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넘어 홍콩의 반

환을 앞둔 홍콩인들의 심리를 다룬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홍콩의 1997년 중국 반환을 바로 연상시키는 통조림의 유통기한은 한국의 학계

에서도 주목받는 장치였다. 임춘성은 시한이 된 통조림을 통해 ｢잉글랜드에 의해 

가공된 홍콩의 조차기간이 끝났음(금발여인이 배신자 서양 남성을 처단)을 상징｣으
로 보여주었으며, 경찰과 스튜어디스의 교체가 ｢잉글랜드가 중국으로 호환되어도 

별 차이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2) 

김하림은 후지이 쇼조의 위 견해를 인용하면서, 작품에 자주 출현하는 인물들의 

독백(김하림에 의하면 32회에 달한다고 한다)과 스텝 프린팅 기법에 주목한다. 그

는 이것이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 제도인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시

간｣과 다른 ｢내재 시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한 인간의 ｢시간의식은 반

드시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獨
白’이나 ‘傍白’을 통해 내재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며, 스텝프린팅 기법은 ｢주인공의 

느릿한 시간 흐름과 주변인물의 빠른 시간 흐름의 비는 바로 이러한 내재 시간의

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 1의 233이나 이야기 2의 663의 

‘시간의식’이 ｢일차적으로 한정된 시간이라는 홍콩반환을 의식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면, 이차적으로는 제한된 외재 시간 틀의 지배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내재 

시간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홍콩이 ｢1997로 인해 단절되거나 급변하지 않｣
으며, 이를 곧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정체성 및 주체성과 연결｣ 지었다.3)

 1) 후지이 쇼조, 김양수 옮김, 《현 중국, 영화로 가다》(서울, 지호, 2001), 238쪽. 

 2) <홍콩영화에 재현된 홍콩인의 정체성과 동남아인의 타자성>, 《중국현 문학》 (33), 

2005.6, 

 3) <홍콩 반환과 왕자웨이(王家衛)의 《중경삼림(重慶森林)》>, 《중국인문과학》 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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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의 <중경삼림(重慶森林) 을 관독(觀讀)하는 어떤 한 장의 지도 -- 역사와 

영상 그리고 서사>4)는 《重慶森林》에 한 가장 심도 있고 상세한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重慶森林》이 ｢‘홍콩반환’으로 말미암은 초(超) 시간적인 역사의 파

편이 영상서사에 작동되어 미학적 성과로 거듭나｣는 작품이라 전제하면서 인물과 

소품들에서 마카오, 필리핀, 만 등 식민지를 공통점으로 겪었던 지역들의 흔적을 

찾아낸다. 그리고 SYⅠ(경찰 223)/SYⅡ(경찰 663)의 ‘실연’ 모티브를 ｢‘홍콩반환’

을 전후한 홍콩인의 감정 및 행동 동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소품｣으로 보

면서 ｢‘중국회귀’ 후의 미래에 한 예단 즉,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중 그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만하는｣ 그들의 심리적 결단에 관한 서술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작품 속 정어리 통조림이나 인형, 맥주, 술집 이름 등과 같은 소품들의 의

미에 해서도 세세하고 분석하고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重慶森林》에 한 륙의 연구 성과는 苏松妹의 <迷失⋅隔阂与追寻⋅慰

藉——论王家卫《重庆森林》的后现代性与商品性>5), 毛明敏의 <从《重庆森林》看王

家卫电影中的后现代风格>6), 王佳의 <全析王家卫经典之作《重庆森林》>7) 등을 들 

수 있는데, 부분 표현 기법에 머무르고 만다. 그 심층의 의미가 쉬이 이해되는 

것에 비하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8) ｢인물, 줄거리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는 “예술은 더 이상 서로 연관된 유기체가 아니”라는 포

(2006).

 4) 《중국인문과학》 67집(2017)에 발표.

 5) 苏松妹, 《艺术广角》,  2005(6).
 6) 《電影文學》 2008年第8期.

 7) 王佳, 《北方文學》, 2012年第6期.

 8) 이 외에도 宋红岩, <影像的表意作用与叙事力量———以王家卫的《重庆森林》为例>(《电

影评介》 2013年第16期), 付鹏飞 <感觉、空间和风格——《重庆森林》中的女性漫游>

(《戏剧之家》 2016年第06(下)期), 刘东娜, <王家卫电影的叙事方式分析-以《重庆森

林》为例>(《视听》 2017年第7期), 徐泳, <王家卫电影的新“符号”——《重庆森林》的后现

代主义表达>(《电影评介》 2017年第06期), 滕佩凇, <《重庆森林》中角色设置的“镜像认

同”分析>(《西部广播电视》 2017年第18期) 등을 들 수 있다. ｢정확한 숫자에 한 호

감 역시 도시인의 고독에 한 진실한 표현이며 시간은 순간으로 축소된다.｣(宋红岩), 

｢여성 부랑아의 묘사를 통해 포스트모던 사회의 단절과 파편화 표현｣(付鹏飞), ｢시간

에 한 王家卫의 탐닉｣(刘东娜), ｢시간에 해 의미적으로 해체한 후의 재구조화｣(徐
泳), ｢작중 인물형상은 감독 자신의 그림자｣(滕佩凇) 등 기교적인 면에 주로 주목하면

서 깊이 있는 해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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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모던의 특징이다｣(苏松妹)라거나, 5월 1일이나 6시간과 같은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파편화”되어 느껴지는 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평면에 떠도는 현재의 시

간｣이며 ｢역사적인 감각을 상실함과 동시에 의미도 더 이상 없다｣(毛明敏)고 평가

하기도 한다. 王佳의 글 역시 시간을 전해주던 소품들의 나열에만 그칠 뿐 그 의미

에 한 천착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출판된 왕가위 영화에 매혹되는 순간 역시 《重慶森林》과 관련된 분량이 

상당하다. 인터뷰를 진행한 존 파워스(John Powers)는 《重慶森林》에 해 ｢단순

한 수작 정도가 아니다. 지난 50년간 나온 영화 중 가장 기분 좋은 작품 중 하나이

자 감독이 자신의 고향에 바치는 서정적인 연애편지｣9)라고 하면서 감독의 말을 아

래와 같이 덧붙인다.

왕가위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다. “제 영화는 전부 홍콩에 한 겁니다. 설

사 아르헨티나가 배경이라 해도 말이죠.”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해피 투게더>

를 사랑 이야기로 본 반면 그의 동포들은 그보다 더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것

으로 봤다. 즉, 왕가위가 홍콩의 중국 반환을 두고 고심한 것이라고.10)(밑줄 

인용자)

위 인용문에 의하면 王家衛의 모든 영화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둔 고민의 결

과물이며, 그 중에서 《重慶森林》은 홍콩에 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물이다. 본고는 

이를 참고 하여 《重慶森林》을 볼 때마다 새로이 생겨났던 의문에 한 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모든 우수한 예술작품이 그러하듯, 질문을 달리하면 작품이 다시 달

리 보이고 이에 한 연구 역시 계속될 것이다. 필자에게 들었던 의문은 이야기 1

에서는 왜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통조림에 저리 집착하는가, 왜 넥타이로 여성의 하

이힐을 닦아주는가이다. 이야기 2에서는 왜 비누나 걸레 등 사물과 화하는가, 상

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이야기 2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주인공들의 제복의 

탈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1에서 화는 광동어로 

하되 독백은 국어(國語)로 하면서 이야기 2는 독백과 화 모두 광동어로 하는가, 

 9) 왕가위⋅존 파워스, 성문영 역, 《왕가위 영화에 매혹되는 순간》(서울, 한겨레출판, 

2018), 28쪽.

10) 왕가위⋅존 파워스, 위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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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1과 이야기 2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의미가 모호한 제목 《重慶

森林》은 무슨 뜻인가 등등이다.

Ⅱ. 이야기 1 - 홍콩의 탄생과 반환

1. 인애  통조림의 의미

《重慶森林》의 이야기 1은 홍콩의 역사와 륙으로의 반환에 한 이야기로 쉬이 

비친다. 영국을 표하는 마약 조직의 상사 백인 남성, 마약 운반책 중국인 여성, 

그리고 그녀에게 고용된 인도인 등 홍콩을 탄생시켰던 아편전쟁의 주역들이 그 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앞서 소개했던 김정욱의 글에 아래와 같이 

잘 정리되어 있다.

제1⋅2차 아편전쟁을 통해 홍콩섬, 구룡을 식민화했던 주체도 영국이고, 불

평등조약으로 중국에 불이익을 주었던 상도 영국이다. 그래서 금발 여자는 배

신한 인도인 하수인 무리에게 총을 난사하여 처단한 후, 마약밀매 신디케이트(s

yndicate)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서양(영국) 남자도 총살하고 홍콩을 서둘러 떠

나버렸는지 모른다. 이런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아직까지 잔재하여 있을지도 모

르는 식민주의의 악령에 한 처절한 ‘복수’일 수 있다.11) 

그리고 통조림에 한 해석 역시 앞서 언급한 후지이 쇼조의 해석―｢통조림의 유

통기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에서도 자연히 홍콩의 1997년 中國반환이 예상될 것이

다｣―12) 로 홍콩의 반환 기일을 의미하는 소품으로 이해되어 왔다.13) 그러나 이

야기 1에 등장하는 통조림은 경찰 223(何志武)이 수집하고 먹어치우는 파인애플 

통조림과 백인 남성이 금발 가발 여인에게 사고 수습(마약 운반에 고용되었다가 마

약을 가지고 도주한 인도인들에게서 그 마약을 되찾아 오는) 기한을 통지하는 날짜

11) 김정욱, 앞의 글.

12) 《현 중국, 영화로 가다》, 238쪽.

13) 김하림과 김정욱의 앞의 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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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찍혀 있던 정어리 통조림 등 두 가지였다. 

이중에서 아래에 제시된 파인애플 통조림과 관련된 장면의 사들에 주목하면 질

문은 수많은 통조림 중에서 ‘왜 파인애플 통조림에 유독 집착하는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① 경찰 223: 헤어진 날부터 매일 난 5월1일 기한인 파인애플 통조림을 샀다.

(13분 11초, 이하 분, 초 생략)14)

② 경찰 223: 메이는 파인애플 통조림을 좋아했다.(13:14)

③ 경찰 223: 5월 1일이 유효 기간인 파인애플 통조림이 있나요?(17:45)

④ 경찰 223: 파인애플 한 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기나 해요?

기르고, 수확하고, 얇게 썰어 넣고... 그런 걸 그냥 폐기 처분 해요?

캔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 봤나요?(18:14)

⑤ 경찰 223: 마침내 한 편의점에서 30번째 파인애플 캔을 구했다.(21:44)

⑥ 경찰 223: 5월 1일 아침, 난 한 가지 일을 깨닫게 되었다. 메이에게, 나는 

이 파인애플 캔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21:56)

⑦ 경찰 223: 그날 밤 파인애플을 모두 다 먹어 버렸다. 파인애플을 30캔이나 

먹었더니 속이 좋지 않다. 메이가 좋아하는 과일이 파인애플이라 다행이다. 

(23:12-14)

⑧ 경찰 223: 파인애플을 30캔이나 먹었더니 속이 좋지 않다 (26:00)

⑨ 경찰 223: 아가씨... 실례지만...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7:33, 광동어)

아마 여기 사람이 아닐 거야.(독백-국어)

⑩ 경찰 223: 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7:40, 일본어)

경찰 223: 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7:48, 영어)

경찰 223: 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8:59, 국어)

금발 가발녀: 국어를 잘하네요!15)(국어)

금발 가발녀: 전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국어)

⑪ 경찰 223: 혹시 파인애플 좋아 하나요?(30:02, 국어)

금발 가발녀: 내가 파인애플이 좋고 싫음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어)

14) 이하 본고의 작중 시간 표시는 《중경삼림: 왕가위 감독 컬렉션 [CHUNGKING 

EXPRESS]》 BLU-RAY DISC(이오스 엔터테인먼트, 2014)를 참조한 것임.

15) 자막에는 ‘보통어’라 되어 있으나(북경어라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사는 

‘国语讲得还不错。’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어 표준어의 명칭을 ‘국어’로 한다. 이

에 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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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금발 가발녀: 사실 한 사람을 이해한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니다. 사람은 변하

므로. 오늘은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은 다른 걸 좋아하게 될 것

이다.(30:50, 독백-국어)

위 인용문에 나온 파인애플과 관련된 사는 모두 이야기 1에서 나온 것들이다. 

《重慶森林》의 전체 런닝 타임 102분 12초 중 이야기 1의 분량은 41분 16초 정도

이다.16) 이중 파인애플이 들어간 사가 12회나 나왔으니 그 빈도수만으로도 파인

애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파인애플은 소나무(pine)와 사과(apple)의 합성어로, 외모는 소나무 같고 맛은 

사과 같아서 생긴 이름이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论语⋅子罕》：｢岁寒,  然后知松柏

之后凋也｣에서 보이듯 절개의 상징이자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의 하나로서 동양적인 이미지를 표해왔다. 이외에 종교적인 의미

도 수행해왔으며 시와 그림의 상으로 줄곧 쓰이면서 동양의 문화예술적인 기능도 

수행해 왔다.17) 사과는 성경의 선악과를 비롯하여 윌리엄 텔의 사과, 뉴튼의 만유

인력, 비틀즈의 미국 공연에 동원된 관중의 숫자를 표시하기까지 줄곧 서양적인 이

미지를 신해왔다 할 수 있다. 이 둘의 합성어인 파인애플은 그러므로 동양과 서

양의 합체라고 할 수 있고, 아편전쟁이라는 동서양의 충돌에 의해 인위적으로 탄생

한 홍콩은 곧 파인애플 통조림이 의미하는 바라 할 수 있다. 즉 위에 인용된 숱하

게 출현하는 파인애플 통조림은 홍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사에 보이는 파인애

플 통조림은 홍콩으로 치시켜도 될 정도로 그 의미하는 바가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숱하게 파인애플 혹은 파인애플 통조림이 언급된 이유라 할 것이다.

인용문 ①③⑥의 파인애플 통조림은 ‘5월 1일’이라는 유효기한을 언급하는 장치

로 쓰이면서 홍콩의 반환 기일과 분명하게 연관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인용문 ④는 이 외에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 ｢파인애플 한 캔에 얼마나 많은 노

력이 들어가는지 알기나 해요? 기르고, 수확하고, 얇게 썰어 넣고...｣는 파인애플 

16) 이야기 1과 2가 자연스레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시간 경계가 분명치는 않다.

17) 이어령 책임 편집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비교문화상징사전 소나무》(양주, 종이나

라, 2006)에서는 소나무를 한⋅중⋅일의 종교와 사상, 문학과 설화, 그림과 도자기, 생

활 등에서 공통된 상징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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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인애플이 변형되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를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살던 홍콩인들에게 적용 시켜보면 파인애플의 껍질이 

벗겨지고 잘려서 캔에 들어가는 과정은 껍질로 표되는 동양적인 것 다시 말해 자

신들의 정체성을 박탈당하던 식민지 상황에 한 은유로 읽히기도 한다. 게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 ｢캔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 봤나요?｣는 여태껏 상

화, 타자화 되어 왔던 홍콩의 입장을 파인애플 통조림을 통해 항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 223은 왜 파인애플 통조림을 그것도 유효

기한이 다 된 것들을 30개씩이나 사 모았다가 ‘버리지 않고 먹는가’가 되어야 한다. 

이 질문 역시 파인애플 통조림을 홍콩으로 등치시키면 답은 쉽게 구해진다. 위의 

상황에서 ‘먹는다’는 행위는 ‘버린다’는 행위에 상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륙으

로의 반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반환‘은 영국으로의 할양과 마찬가지로 홍콩인들

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이는 홍콩인의 입장에서는 청(淸)에 이어

서 영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 할 수도 있으며, 통조림을 배탈을 감수하고 억지

로 먹어치우는 것은 통조림의 원래 제조 목적, 즉 폐기가 아니라 음식으로서의 소

비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폐기처분될 홍콩의 운명에 한 위로와 위안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야기 2에서 걸레, 비누, 인형, 맥주 등 모두 홍콩처럼 버

려질 상과 경찰 633이 화를 나누는 장면에 한 설명이기도 하다. 경찰 633은 

이들과 나누는 화를 다른 인물과 나누지는 않는다. 경찰 633은 왜 이 사물들과 

살가운 화를 나누는가. 이 상들을 ‘버려진다’는 공통점으로 엮으면 이들 역시 

홍콩으로 읽힌다. 즉 경찰 633이 이들을 인격체로 하면서 이들과 그 누구와 나

눈 화보다 더 살가운 화를 나누는 것은 앞서 언급한 ｢캔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

이나 해 봤나요?｣라는 경찰 223의 사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홍콩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라, 홍콩도 바라보는 자들을 볼 수 있다는, 라캉의 타자의식을 가지라는 주

장으로 읽힌다.18)

18) 라캉의 ‘응시를‘ 설명하는 예이나 다음 일화는 이 경우와 매우 흡사해서 흥미롭다. 권택

영 <해설: 라캉의 욕망이론>: ｢라캉 자신이 겪은 정어리통조림 깡통에 얽힌 에피소드를 

보자. 바닷가 저편 물 위에 그 깡통이 햇빛 속에 떠 있었다. 아이는, 우리는 그 것을 

보고 있지만 깡통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재미있어 했으나 라캉은 깡통이 

빛의 점에서 그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권덕영 엮음 《자크 라캉 욕망이론》, 서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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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찰 223이 파인애플 통조림을 과도하게 먹어 불편해진 위장을 달래기 

위해 들렀던 술집에서 금발 가발녀를 만나 같이 호텔에 들었다가, 잠들어버린 그녀

의 하이힐을 넥타이로 닦아주는 모습도 의아하다. 왜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구두 

닦는 도구를 쓰지 않고 굳이 자신의 넥타이로 여인의 하이힐을 닦아주었을까. 

금발 가발녀는 금발가발뿐 아니라 선그라스와 레인코트를 항상 입고 다녔다. 이

에 해 그녀는 인도인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조직의 상부로부터 이에 한 수습

을 명령 받기 위해 들렀던 바의 종업원과 아래 화를 나누고는 자신의 복장에 

해 독백으로 아래와 같이 해명한다.

종업원: “왜 비옷을 입고 다니죠?”

금발 가발녀: “비가 올 것 같아서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난 너무 소심하게 변해 버렸다

항상 비옷을 입을 땐...선글라스를 쓴다.

비가 언제 올지, 언제 화창한 날이 될지 모르니까.(12:29)

그러나 위의 화와 내레이션에는 자신의 가발에 한 설명은 빠져 있다. 그녀가 

쓴 가발을 보면 홍콩의 법관들이 썼던 가발이 상기된다.19) 그녀의 복장을 다시 보

면 비옷은 영국에서 비롯된 트렌치 코트20)이며 금발 가발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

예출판사, 2009), 34쪽.

19) 이에 해서는 다음 기사 참조. <홍콩 법정서 가발 논쟁>:

｢홍콩 재판정은 영국식을 모방해 판사와 법정변호사(배리스터)는 가발을 쓴다. 그러나 

원래는 하급 재판에만 출석할 수 있는 사무 변호사(솔리시터)는 가발을 쓸 수 없게 되

어 있다.

재판정에서 가발은 전통적으로 판사와 법정변호사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작용

해왔다. 그런데 올해 초, 15명의 전문 사무 변호사에게 고등법원 재판과 법원 재판에

도 법정 변호사처럼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홍콩수요저널》, 2013. 

05.02.) http://wednesdayjournal.net/news/view.html?section=1&no=21284

20) ｢트렌치 코트(trench coat)는 코트는 말 그 로(trench는 참호라는 뜻이다) 겨울 참호 

속의 혹독한 날씨로부터 영국군인과 연합군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1914

년 제1차 세계 전 기간 중 토머스 버버리(Thomas Burberry)가 영국 육군성의 승인

을 받고 레인코트로 이 트렌치 코트를 개발하였다는 연유로 일명 버버리(burberry) 코

트라고도 한다. 트렌치 코트는 영국 육군장교들의 유니폼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클

래식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트렌치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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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의 식민지를 상징함과 동시에 백인 여성이 연상되며, 선글라스는 그녀의 

눈 색깔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라는 그녀의 젠더 역시 약자와 피수탈자

의 명사이므로 그녀의 복장은 동양의 여성 위에 덧칠해진 서양, 혹은 홍콩인들에

게 강요되었던 영국식 생활방식이나 사고체계라 할 수 있다. 즉 그녀 역시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의 홍콩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21) 그녀가 백인 상사를 처단한 후 금

발 가발을 벗어 그렇다면 경찰 223이 그녀의 구두를 넥타이로 정성스레 닦아주는 

행위는 지금까지 홍콩 사람들의 노고에 ‘홍콩 외부인’이 보내는 헌사라 볼 수 있

다.22)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언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2. 국어(國語)와 동어(廣東語)

이야기 1과 2의 언어 역시 커다란 의문점이다. 이야기 2는 인물간의 화나 독

백이23) 모두 광동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2의 언어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런데 이야기 1에서는 두 인물이 독백을 할 때는 모두 ‘국어’를 쓰다가, 다

른 인물들과 화할 때는 광동어를 쓴다. 즉 이야기 1에서 두 주인공이 화를 나

눈 경우는 략 22회 정도인데, 이 중 다른 인물들―전화통화 속 인물, 인도인, 잡

화상, 편의점 직원, 삐삐 암호, 재활용품 수거 노인―과 나눈 화는 모두 광동어인 

Trench coat (패션 아이콘, 김민자)

21) 그녀가 경찰 223과 국어로 화를 하고, 독백을 하기 때문에 홍콩인이 아닐 것으로 보

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 223이 아닌 인도인이나 상인들과 화할 때는 광동

어를 썼다는 점과 홍콩인들 부분이 륙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듯하다. 후지이 쇼죠에 의하면 홍콩의 인구는 1842년 5,000, 1902년 

28만, 1931년 85만, 1947년 180만, 1977년 456만, 1978년에서 80년까지 40만 명

의 륙 이민자 유입되었으며, 1961년 이전까지 홍콩 주민의 3분의 2가 외래 이민이

었다.《현  중국 문화 탐험 - 네 도시 이야기》(백영길 역, 서울, 소화, 2008), 

134-162쪽 참조.

22) 두 이야기에는 두 쌍의 남녀가 등장하는데, 그들 중 경찰 223만이 금발 가발녀와 화 

도중 자신이 만 출신이라고 직접 밝혔고(28:03) 다른 인물들은 출신지에 한 언급

을 하지 않는다.

23) 王家卫의 영화에서 독백은 ｢영화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며, ｢ 상 혹은 객체로서의 타

자와 소통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버리는 고립된 존재를 그려낸다｣고 해석

되기도 한다. 임 근 <경합하는 장: 웡카와이 王家衛 영화의 독법들>, 《외국문학연구》 

2008년 29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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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화를 할 때는 다시 국어를 쓴

다. 위에서 인용했던 사와 그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자.

⑨ 경찰 223: 아가씨... 실례지만...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7:33, 광동어)

아마 여기 사람이 아닐 거야.(독백-국어)

⑩ 경찰 223: 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7:40, 일본어)

경찰 223: 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7:48, 영어)

경찰 223: 파인애플 좋아 하세요?(28:59, 국어)

금발 가발녀: 국어를 잘하네요!(이하 모두 국어)

경찰 223: 전 만에서 왔어요. 당신은요?

금발 가발녀: 별로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저리 가 주세요.

경찰 223: 당신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옆에 앉아 있어도 되죠?

금발 가발녀: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서 그러죠?

쓸쓸해 보여서요 

인용문 ⑨를 보면, 경찰 223이 금발 가발녀에게 광동어로 말을 걸었다가 순간 

내뱉은 독백마저 국어일 정도로 화와 독백 사이의 언어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

다. 그 후 경찰 223이 다른 몇 가지 언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그녀가 국어로 말을 걸었을 때에야 비로소 답을 하고 있다. 30:50까지 이어

지는 두 사람의 화는 모두 ‘국어’로 진행된다. 게다가 그녀가 경찰 223이 중국어 

표준어로 말을 걸었을 때 그 언어를 일반적인 중국어 표준어의 명칭인 ‘보통화(普

通話)’나 ‘한어(漢語)’ 혹은 ‘중문(中文)’이라 하지 않고 ‘국어(國語)’라고 한 점은 

더 눈에 띈다. 중국어는 경우에 따라 몇 가지로 달리 불린다. 아래 간단히 정리해

보자.

 한어(漢語): 한족(漢族)의 언어라는 의미. 중국에서 중국어를 부르는 이름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며 고금과 남북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명칭이다. 

예를 들면 고 한어, 현 한어, 한어방언 등. 

 보통화: ‘널리 통용되는 말’이라는 의미로 중국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현  표준 중국어를 가리키는 이름. 이는 1956년 2월 6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

한 <보통화를 보급하는 일에 관한 지시(关于推广普通话的指示)>라는 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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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지역 말을 기초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하는 보통화｣라고 규정한 것.

 국어: 보통화에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 표준어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중화민

국 시기(1911~1949) 동안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는 표준어의 명칭. 1950년  

이후로 륙에서는 보통화에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이

어받은 타이완에서는 계속 표준어의 명칭으로 사용.24)

앞서 언급한 로 금발 가발녀가 경찰 223의 광동어와 영어, 일본어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중국어 표준어를 보통화라 하지 않고 국어라 했을 뿐 아니라 국어

에만 반응을 점은 분명 모종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인공

들의 내면세계를 관객들에게만 전해주는 독백마저 ‘국어’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야기 1의 언어문제는 또 다른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홍콩과 王家卫 감독 사이의 이중적인 거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

래 인용문을 보자.

왕가위는 홍콩 감독으로 알려졌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홍콩에서 

자랐지만 완벽하게 그 문화권 출신은 아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태어나 상하이 

말을 썼고 다섯 살 때인 1963년에 부모와 함께 광둥어를 쓰는 홍콩으로 넘어왔

다(그의 형과 누나는 본토에 남았다). 이는 그의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외롭

고 정처 없이 느껴지는 부분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경험이다. 일 때문에 여행

할 때를 제외하면 왕가위는 계속 홍콩에 살고 있지만 그의 감성은 이 도시의 상

하이 하위문화에 뿌리를 둔다. (밑줄 인용자)25)

밑줄 그은 부분에서 보이듯, 이야기 1의 언어는 감독의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혹 륙에 남아 있는 형제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국어’라는 

용어는 김정욱의 앞의 글에서 이야기 했던 식민지라는 경험을 공유했던 만을 의

식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야기 1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주

인공들의 본심을 관객에게 알려주는 독백과 주인공들의 화를 국어로 처리한 것은 

24) 이상 박종한 《중국어의 비밀》(파주, 궁리, 2012), 24-31쪽 참조. 이외 ‘中文’, ‘華語’ 

등도 있으나 생략한다.

25) 《왕가위 영화에 매혹되는 순간》,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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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이나 여주인공의 신발 등에서 보이는 홍콩에 한 애정과는 달리 홍콩에 

한 왠지 모를 거리감 혹은 홍콩을 객관화 해보려는 의도로 느껴진다.

Ⅲ. 이야기 2 - 홍콩 반환의 의미 재고

1. 몽유(夢遊) - 꿈과 실의 경계 해체

1) 인물의 몽유

이야기 2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꿈’이다. 이는 이야기 2의 삽입곡 중 

California Dreaming과 <夢中人>이라는 제목에서 공통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에서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해체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먼저 이야기 2에서 꿈과 관련된 사를 보자. 모두 여주인공 아비의 사이다.

① 주인: 너도 꿈 꾸니?(1:02:35)

아비: 난 공상 안 했어요

주인: 그래, 넌 안 했어. 그냥 몽유병에 걸린 거지

아비: 그래요, 몽유병이죠. (1:02:46)

② 그래 몽유병 몽유병.

그날 오후 꿈을 꾸었다. 그의 집을 방문하는...

난 깨어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떤 꿈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다. (1:03:04)

③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게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두고 간 CD인데.

몽유병도 전염되나?

방금 전 너무 긴장한 탓인지 앉아서 잠들어 버렸다.(1:18:46)

①은 아비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패스트푸드점 주인과 나눈 

화이다. 꿈뿐만 아니라 꿈보다 더 심한 단계인 몽유병까지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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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는 주인과 화를 나눈 후 나오는 아비의 독백이다. 그런데 그녀가 경찰 633

의 전 여자 친구가 맡겨 놓은 편지봉투에서 열쇠를 꺼내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은 이미 50여초 전에 그녀가 조는 모습에 이어 (1:02:00)에 나왔다. 경찰 

633의 집에 몰래 들어갈 때 입었던 의상인 노란색 바탕 꽃무늬 셔츠가 가게에 있

을 때 입었던 의상이라서 그녀가 바로 꿈속에서는 경찰 633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

로 짐작케 된다.26) 즉 사건의 전개 순서가 현실 시간과 다르게 바뀌어 있는 것이

다. 게다가 ‘난 깨어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떤 꿈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다’라는 

사는 이야기 2의 내용 중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그 경계를 가

늠키 어렵게 하겠다는 감독의 선언으로 읽힌다. 

4분 여 뒤인 1:06:49에는 같은 노란색 바탕 꽃무늬 셔츠를 입은 왕비가 다시 

경찰 533의 집에서 오디오를 켜 California Dreaming을 틀면서 샤워기로 물소리

를 내며 주인에게 전기요금 징수한 곳 주변에 비가 온다고 전화하고는 양의 집을 

청소한다. 같은 의상도 눈길을 끌지만 여기서는 장소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

이 더 두드러진다. 즉 경찰 633의 집을 전기요금 징수하는 곳으로 임의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꿈을 꾸었다고 독백을 할 때와 경찰 633의 집에 드나들 때 

입었던 의상이 같다는 건 분명 꿈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비는 같은 의상을 입고 

있어서 꿈이 계속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③은 경찰 633의 집에 숱하게(의상의 변화 횟수로 표현되는 만큼이나) 몰래 드

나들던 아비가 물과 금붕어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 문

을 열고 나오는 633과 마주친 뒤 벌어진 상황이다.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던 

아비를 633은 희한하게도 전혀 탓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쉬다 가라 

한다. 이에 그녀가 그의 집에서 쉴 때 633이 들려준 음악은 아비가 가게에서 즐겨 

듣던 California Dreaming이었다. 이에 아비가 이 독백을 통해 몽유병의 전염을 

언급함으로써 경찰 633이 출연하는 장면들도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의심케 한다. 이 

보다 20여분 전(56:52)에 나온 장면은 633의 독백과 그가 사물과 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26) 아비의 의상은 이야기 2에서 진한 감색 민소매 티를 시작으로 연녹색 블라우스, 파란색 

하트가 새겨진 흰색 라운드 티, 스튜어디스 복장에 이르기까지 총 27회 바뀐다. 이중 

노란색 바탕 꽃무늬 셔츠는 3회 각각 다른 장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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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녀가 떠난 뒤로 이방 물건들을 위로한 후 잠든다.(56:50)

너무 야위었어. 전엔 뚱뚱했었는데, 지금은 말랐어. (56:55. 비누와 나누는 

화)

② 왜 그래? 자신감을 가져. 그만 울어. 계속 울기만 할 거야?

강해져야지.

이것 봐 왜 축 쳐져 있는 거야?

내가 도와주지. 훨씬 더 편안하지?(57:15, 물 젖은 수건과 나눈 화)

③ 얘기 좀 해.

그녀를 용서해줘.(57:45, 작은 동물 인형과 나눈 화)

④ 사람은 흔들릴 때가 있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자.(57:50, 큰 개 인형과 나눈 화)

⑤ 외롭다고? 벌써 외롭다니, 그럴 필요 없어.

추워? 따뜻하게 해 주지.(57:59, 전 여자 친구의 스튜어디스 제복을 다려주

면서 한 독백)

‘이방 물건들을 위로한 후 잠든다’는 독백에 주의하면 이 화들은 잠들기 전에 

하는 행위이나 실제로는 이 독백 후 잠깐 화면이 새까맣게 어두운 벽을 비추는 과

정에서 ‘너무 야위었어’라는 사가 나온 후 나머지 사는 변기에 걸터앉은 경찰 

633이 계속 한다. 《重慶森林》에서 이보다 더 꿈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나 장

치는 없었다. 즉 사건과 서사시간의 순서가 바뀐 몽유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이다.

2) 공간의 몽유

공간의 혼돈도 두드러지는 요소이다. 먼저 양조위의 집을 둘러싸고 양조위와 왕

정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집이 과연 누구의 집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소유의 경

계가 무너져있다. 경찰 633은 자신의 집에서 아비와 세 번 조우한다. 첫 번째 조우

에서는 아비가 재치 있게 숨는 바람에 633이 몰랐고, 두 번째 조우에서는 관상어

를 들고 왔으면서도 사러 왔다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집안으로 들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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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마사지해 준다. 세 번째 조우는 그녀가 633의 집에서 나오다 마주친 것이었

다. 분명한 무단 침입이었으나 그녀가 빠져나가자 더 이상 쫓지 않고 그녀의 감정

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가 일하는 가게에 가서 데이트를 신청

한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라는 장소 역시 술집의 이름과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두 가지 장소가 혼용되고 있다. 경찰 633이 아메이와 약속했던 장소는 캘리포니아

라는 바(Bar)였으나, 그녀는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갔던 것이다. 아래 경찰 

633과 아메이의 독백을 보자.

안 온 게 아니다. 장소를 착각한 것뿐이었다.

서로 다른 캘리포니아에 있었다.(633의 독백. 1:30:40)

난 거기 갔었어요. 8시엔 붐빌 것 같아 7시 15분에 도착했죠.

그날 비가 왔어요. 비 오는 걸 보고 있었죠.

캘리포니아는 맑은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1년을 주었죠.(아메이의 독백. 1:34:48)

이처럼 서로 착각하는 경찰 633의 집과 캘리포니아라는 장소는 당연히 몽유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장소를 홍콩으로 바꾸면 홍콩이라는 공간

의 의미에 해 다시 사고해보려는 감독의 의지가 읽히기도 한다. 홍콩이라는 존재 

역시 장소의 착각으로 얼마든지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1997년의 

회귀 혹은 반환에 관한 찬반을 초월한 듯한 사고가 읽힌다.

다음으로 이야기 2의 삽입곡들도 몽유하고 있다. 이야기 2의 삽입곡은 크게 

California Dreaming과 夢中人, What a diff'rence a day makes 세 곡이다. 

이 세 곡이 내재음향(Diegetic sound)과 외재음향(Non_Diegetic sound)의 경계 

즉 극 내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몽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2의 부분의 

경우에 내재음향으로 쓰이던 California Dreaming은 아메이가 스튜어디스가 되어 

경찰 633을 찾아가기 위해 캘리포니아 바에서 막 나왔을 때는 외재음향으로 흘러

나온다. 그러나 그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패스트푸드점의 점주가 되어 있는 과거 

경찰 633을 발견하고 화가 힘들 정도로 소리가 크다는 아비의 고함을 통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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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푸드점 내부의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재음향으로 바뀐다(관객이 의식하게 

하는 것). 이때 극이 끝나면서 夢中人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외재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이다가 카메라 음향기기를 비추는 바람에 관객은 내재음이라

고 판단하게 된다. What a diff'rence a day makes는 외재음과 내재음의 경계를 

가장 명확하게 무너뜨리는 곡이다. 이 곡은 처음에는 633이 옛 여자친구와의 추억

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분명 외재음으로 흘러나왔던 곡이다. 이 곡이 다시 나온 것

은 633이 자신의 집에서 아비와 조우함으로써 그녀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곳에 갔을 때이다. 전주는 그 전 상황 그러

니까 633이 자신의 집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아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1:25:24)부터 나온다. 아비를 찾은 633은 전 여자친구의 편지를 찾으러 온 것

으로 핑계를 고는 아비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러다가 “이 노래는 안 어울려. 

이걸 들어요.” 하면서 California Dreaming 씨디를 건넨다(1:26:35). 이로써 이 

곡은 외재음에서 내재음으로 몽유한다. 한편 이 곡은 California Dreaming과 夢

中人이 아비와 633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만 쓰인 것과는 달리 이 두 가지 상황에 

―633과 전 여자친구, 633과 아비 ―삽입됨으로써 극의 내외부뿐 아니라 인물들 

사이도 몽유하고 있다. 

비행기표 역시 경계 허물기 즉 몽유의 상징이다. 633의 전여자친구가 633에게 

편지와 함께 정식 비행기표를 건네려 했던 거에 비해, 아비는 냅킨에 손으로 그린 

비행기표를 633에게 보냈다. 1년 후 아비를 다시 만난 633은 그녀가 보냈던 비행

기표를 보여주며 아래와 같이 화한다.

633: 물어 볼 게 있어요. 이런 티켓을 받고 비행기를 탈수 있나요?

날짜는 오늘이고...장소는 몰라요. 어딘지 알아요?(1:38:45)

아비: 몰라요. 다시 한 장 주죠

633: 좋아요

아비: 어딜 가고 싶죠?

633: 아무 데나 당신 좋은 데로.(1:39:30)

손으로 냅킨에 그린 비행기표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현실성을 담보하

려는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아무 데나 당신 좋은 데로’라는 사에서 보이듯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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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몽유가 느껴진다.

2. 호 몽(蝴蝶夢)

몽유가 공간의 문제였다면 호접몽은 입장의 문제이다. 이는 먼저 직업의 변화에 

따른 제복의 탈착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경찰 633과 아비가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633은 경찰복을 벗고 아비가 근무하던 패스트푸드점을 인수하여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고, 아비는 스튜어디스가 되어 항공사의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 여기서 먼저 

가게에 정주하던 아비는 떠도는 직장인이 되어 있고, 거리를 순찰하느라 떠돌던 

633은 가게를 지키는 정주하는 인물이 됨으로써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장의 변화는 숱하게 표현된다. 먼저 아비와 633의 화에 

California Dreaming이 삽입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소리가 커서 화에 방해를 

받은 경우는 아래 세 경우이다. 

① 633: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41:54) 

② 633: 소리 좀 줄여요.(54:51)

③ 633: 사촌 오빠는 장사를 잘해요. 음식을 팔더니 가게까지 팔았죠.

아비: 네?

633: 사촌 오빠는 장사를 잘한다고요.

아비: 언제부터 이 노랠 좋아했죠?

633: 그냥 익숙해져서요.(1:37:13)

위 세 경우 중 ①②에서 California Dreaming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

은 633이었다면 ③에서는 아비가 입장이 바뀌어 음악 소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

습을 보인다.

그러나 호접몽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아무래도 제복의 탈착이 될 것이므로 제복

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복에 해서는 아래 글이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되어 왔다.



《重慶森林》 深讀  147

스튜어디스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거리 홍콩’의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제복이란 영국 본국의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홍콩 정

청, 혹은 백인 남성을 보스로 하는 마약 신디케이트를 상징하는 것이리라. 거듭

되는 제복의 입고 벗기 행위란, 어쩌면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마감을 말하는 것

이 아닐까.27)

제복의 탈착은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해석된 적도 있다.

이는 633이 제복을 벗고 조그만 식당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제 복을 벗는 것을 英國지배체제에 한 저항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시에 응하기 한 것이라든가의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권력의 

하부인으로 존재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라, 홍콩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28) 

위 두 해석 역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야기 2는 이미 홍콩

의 반환이라는 배경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1에서 금발 가발녀가 가발을 

벗어던져버리는 행위와, 그녀가 경찰 233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702호 친구 메

시지 생일 축하합니다’(702호라는 방 번호 역시 반환날짜를 넘어선 것)라는 메시지

에서 홍콩의 반환에 한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제복의 탈착은 다른 차원 혹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앞서 장소의 경계 허물기를 몽유로 해석한다면 이 역시 꿈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장자(莊子)의 호접몽(蝴蝶夢)이다. 호

접몽은 《莊子(장자)》 <齊物論(제물론)>에 나오는 아래의 우화이다.

예전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흡족한 기분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

였다. 장주는 매우 즐거웠고 제 맘 로 날아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장주인 줄 몰

랐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보니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장주였다. 그는 장주가 꿈

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화(物化)라고 한다.29)

27) 후지이 쇼조 지음, 백영길 옮김 《현  중국 문화탐험 -네 도시 이야기-》(서울, 소화), 

2008. 172-173쪽.

28) 김하림, <홍콩 반환과 왕자웨이(王家衛)의 《중경삼림(重慶森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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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철학의 종지는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다. 

장자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가 되는 상황은 ｢‘분명 구분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

고 서로를 향한 변용이 이루어지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다.30) 이는 ｢만물이 하

나로 된 絶 (절 )의 경지에 서 있게 되면, 인간인 장주가 곧 나비일수 있고 나비

가 곧 장주일 수도 있다. 꿈도 현실도 죽음도 삶도 구별이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

고 생각으로 느끼고 하는 것은 한낱 만물의 變化(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

다.31)

《重慶森林》의 이야기 2를 장자의 호접몽 즉 ‘서로를 향한 변용이 이루어지는 사

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느끼고 하는 것은 한낱 만물의 變化(변화)에 불

과한 것’이라 해석하면, 홍콩의 반환에 한 王家卫 감독의 입장 역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입장은 기존의 연구 로라면 홍콩 반환에 해 찬성 혹은 반

라는 양자택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친다. 호접몽으로 해석하면 홍콩의 반환은 한

낱 만물의 숱한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

라, 한 걸음 물러나 관조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Ⅳ. 결론

《重慶森林》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쩌면 이야기 1과 2의 관계를 설명하기 좋은 자

료라 할 수 있다, 아니 이 제목 자체의 난해함이야말로 이야기 1과 2의 관계를 설

명하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제목은 언뜻 쉬워 보이나 그간의 

번역 혹은 해석들이 필자에게는 좀처럼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다. 임춘성이 《重慶

森林》을 《충칭의 삼림》32)이라 번역하고 있으나 이 번역 역시 그 뜻이 무엇인지, 

29) 장주 저, 김갑수 옮김 《낙천적 허무주의자의 길 장자》(파주, 글항아리, 2019), 75쪽.

30) 박원재 <《장자》‘나비 꿈[胡蝶夢]’ 우화에 한 비판적 검토― ‘물화(物化)’의 의미에 

한 근래의 해석들을 중심으로>, 《공자학》 제34호, 70쪽.

31) 조기형, 이상억 <호접몽(胡蝶夢)>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파주, 이담북스, 2011)

32) 임춘성 <홍콩영화에 재현된 홍콩인의 정체성과 동남아인의 타자성> 《중국현 문학》

(33), 2005.6. 그는 이 글에서 《충칭의 삼림》이라고 제목을 번역했으나 제목의 의미에 

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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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충칭과 삼림의 내용이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어서 나온 해

석들은 《重慶森林》의 重慶과 森林을 따로 떼어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두 

이야기를 독립된 옴니버스식 구성물로 해석한다.

영화 重慶森林의 영문제목은 ChungKing Express 로 엄격하게 국어로 번

역한다면 ‘重慶特快’이라 할 수 있다. 제목은 九龍半島의 沙咀(Tsim sha cho

i)에 있는 ‘重慶 大厦(Chungking Mansion)’와 中環(Central)에 있는 ‘午夜特

快(Midnight Express)’에서 반씩 제목을 가져왔다. 이렇게 본다면 ‘重慶’은 공

간의 상징이 되고, ‘midnight’은 시간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重慶森林은 제목 자체가 홍콩의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

며,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어 제목’의 ‘森林’은 

곧 ‘빌딩숲’으로 直喩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도시의 무수한 인간군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영화 자체가 두 가지 이야기가 옴니버스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33)

중경삼림의 영문 제목은 ‘쳥킹 익스프레스(Chungking Express)’이다. 이 

제목에서 ‘Chungking’은 홍콩 구룡 유첨왕구(油 旺區) 첨사저( 沙咀)에 위

치한 중경맨션(重庆大 厦: CHUNGKING MENTION)에서 따온 말이다. 그리

고 ‘Express’는 홍콩 중서구(中西 區) 중환(中环)의 란계방(兰桂坊) 거리에 있

는 패스트푸드점의 상호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Midnight Express: 미드)’에

서 뒤쪽 낱말을 따왔다. 시점 상, 각각 식민지 역사 배경을 달리하는 구룡과 홍

콩섬에 위치한 특정 건물과 상호의 명칭을 합성하여 이 영문 제목이 만들어진 

것이다.34)

김정욱의 해석은 영화의 영문제목에 착안하면서 원제에 한 해석은 비켜가고 있

다.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무리 봐도 어렵다. 위 두 연구자의 해석 이상을 해내

기도 쉽지 않다. 아니 어쩌면 《重慶森林》이라는 제목은 해석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이야기를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

인 것으로 보는 것 역시 불편하다. 그보다는 이야기 1과 이야기 2의 관계를 살펴봄

33) 김하림 <홍콩 반환과 왕자웨이(王家衛)의 《중경삼림(重慶森林)》>, 《중국인문과학》 34

집(2006).

34) 김정욱 <중경삼림(重慶森林) 을 관독(觀讀)하는 어떤 한 장의 지도 -- 역사와 영상 그

리고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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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에 한 설명으로 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김정욱이 지적한 로 

이야기 1과 2는 뒤섞여 있는 부분들마저 있기 때문이다.

SYⅠ의 몇 군데 ST에 플롯 구성의 관례상 SYⅡ에 배치되어야할 그림이 현

상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SYⅠ이 전개되는 카이탁공항(香港启德国际机场, 

the Kai Tak Airport of hong kong)출입문 쪽의 ST이다. 이 ST에는 SYⅡ
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경찰 663의 여자친구인 스튜어디스가 영상의 프레임에 

포착되어 있다[⒜]. 그 다음은 SYⅠ의 금발 여자와 SYⅡ의 미드 점원 아페이

(阿菲)가 공존(共存)하는 ST다[⒝]. 다른 한 가 지는 SYⅡ에 나오는 경찰 

663의 모습이 SYⅠ의 특정 프레임에 포착되어 있는 ST다 [⒞]. 

그러나 가필드(Garfield)를 안고 장난감 가게에서 나오는 미드의 아페이(SY

Ⅱ)와 길거리의 금발 여자(SYⅠ)가 공존하는 ST는 서사시간과 사건의 작위적 

전복(顚覆)이다. 이 전복은 서사시간의 추이에 따라 사건을 전개시키는 플롯 구

성의 관습을 비껴간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35) 

위 세 장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세 장면을 ‘서사시간과 사건의 작위적 전복(顚覆)’, ‘서사시간의 추이에 

따라 사건을 전개시키는 플롯 구성의 관습을 비껴간 새로운 시도’로만 보는 것은 아

쉬움이 남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전복’을 왜 시도했으며 ‘전복’에 담긴 의

미까지도 고찰해야 하지 않을까.

필자가 보기에 이 ‘서사시간과 사건의 작위적 전복(顚覆)’은 앞서 언급한 로 몽

유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이 작위적 전복은 삽입곡과 사로 이 작품

에 숱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 2의 인물이 이야기 1에 순간순간 삽입

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 1과 2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

들이다. 이야기 1과 2의 차이점 중 하나는 그 배경이다. 이야기 1의 주요 배경이 

집 밖(거리, 지하철, 호텔)이었다면 이야기 2에서는 배경이 집 안(패스트 푸드 점 

내부와 그 직원, 633의 집, 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야기 1이 홍콩의 탄

생과 반환에 한 입장을 홍콩 외부인의 시각으로 객관화 시킨 것이라면, 이야기 2

는 이에 해 홍콩 내부인의 시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반환의 궁극적인 의미를 몽

유와 호접몽으로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5) 김정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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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是将笔者每次看王家卫导演的电影《重慶森林》时, 所产生的疑问进行研究

整理而作成的一篇文章。虽然既有研究已有很多, 但笔者认为现在是时候为一些新

问题寻找答案了。笔者所产生的疑问中包括“为什么影片会执着于凤梨以及凤梨罐

头？”、“为什么金城武会用领带为林青霞擦高跟鞋？”、“为什么会与肥皂和毛巾等物

品对话？”、“第一个故事与第二个故事之间有什么关系？”等。笔者认为, 本影片反

映了1997年香港回归前夕香港人民的心理, 因此, 这些所有疑问、影片中的各个

场面和布景都从这个角度出发来解释应该是最为恰当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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