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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매년 평균 10%에 가까운 GDP 성

장률을 기록하면서 압축성장의 시대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었고, 중국인들은 경쟁에서

이겨 ‘잘 살아보려’는 마음의 습속을 내면화하였다. 본 연구는 압축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마음의 습속을 ‘발전주의 욕망’으로 명명하고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

는지를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발전주의 욕망을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개인

적 차원은 개혁개방 이후 포스트사회주의 첫 세대인 80후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

시하였다.

[연구문제1]. 미디어에서 재현된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2]. 미디어에서 재현된 80후 베이퍄오 청년의 발전주의

욕망은 도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가?

[연구문제3]. 미디어에서 재현된 80후 베이퍄오 청년세대의 발전주

의 욕망과 삶의 실천행태는 어떠한가?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을 살펴보기 위해 당과 국가 주도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 <부흥의 길(复兴之路)>,

<휘황중국(辉煌中国)> 3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차원의 발전주의 욕망과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80후 청년세대

의 삶을 재현한 대표적인 청춘분투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

奋斗)>,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 <달팽이 집(蜗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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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투(奋斗)>, <나혼시대(裸婚时代)> 5편을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

망 분석틀에 기초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은 대내외적으로 강한

국가를 향한 열망과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망으로 구성되었다. 서양

을 초월하려는 욕망은 부국강병으로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

라 평화, 협력, 공생, 조화 등 사회주의 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강조

되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새로 정립하고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되었

던 침략, 약탈로 점철된 서양의 발전모델을 대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가치를 강조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물질주의 발전관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간에 투영된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은 서구화와 개인

화를 지향한 보다 나은 삶으로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향한 욕망이

다. 또한 신분상승과 과시를 위한 욕망이기도 하다. 급속하게 진행

된 도시화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공간들은 개발을 통해 위

계화 된 주거공간과 여가 소비 공간들로 탈바꿈한다. 인물들은 더

나은 공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이는 궁극적으

로 신분상승과 과시를 위한 욕망의 발현이다. 다양한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 모두 별장을 소유하기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를

욕망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신분상승, ‘여유로운 생활’과 과시하기

를 욕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드라마에 재현된 인물들의 욕망과 실천 그리고 정당화 기제

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가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물들은 모두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정착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을 욕망

한다. 이는 개인의 성취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고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해주고 싶은 욕망이다. 인물

들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선택들을 하는데 드라마가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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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가족의 위한 성장과 신분상승의 욕망이 아닌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인과 사회에 피해와 상처를 주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실천이다. 인

물들은 자신의 욕망추구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가족을 지키는

것, 보다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통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서

찾는다.

다큐멘터리든 드라마든 발전의 욕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취하고 있다. 반대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나 혹은 우리만을 위한 이

기적인 욕망,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사회에 피

해와 상처를 주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실천이다.

주요어:　중국, 발전주의, 욕망, 80후, 베이퍄오, 청년세대

학번: 2013-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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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매년 평균 10% 가까운 GDP 성장률

을 기록하면서 고속성장시대를 경험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1)’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확정되어 시장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과거에 성공이라고 여겨지던 정치적 출세 외

에 시장에서도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지식인들, 공무원들 사

이에서는 시장에 뛰어드는 ‘샤하이(下海)’바람이 불었고, ‘돈을 향해

가라(向钱看)’는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중국정부는 ‘선부론(先富論)’

을 기본 논리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개

혁개방정책을 먼저 실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서히 내륙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활용하였다. 연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

던 체제가 비교적 유연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면서 그 기회의 땅을

찾아 타 지역출신의 사람들이 사업하러, 일하러, 공부하러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대도시로의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중국은 어느새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 또한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만큼 그 그림자인 빈부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연

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바라는 생일 선물이 디

즈니월드 입장권이라면, 서북 내륙 지역의 동갑인 여자아이는 생일

선물로 싸구려 운동화 한 켤레를 소망한다. 그 격차는 놀랄 만큼 크

1) 1992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덩샤오핑(邓小平)이 천안문(天安门) 사태 이후 중
앙정부의 보수적이고 경색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하이, 선전(深圳), 주하
이(珠海) 등 남방 경제특구를 시찰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확대 추진
할 것을 주장한 담화. 이 담화를 배경으로 제14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 보고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을 천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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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최대 임가공 기업 가운데 하나인 푸

스캉(富士康)에서 발생한 7건의 투신자살사건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

을 받았다. 투신한 7명의 직원은 모두 18~25세의 청년으로 공동기숙

사생활을 하던 농민공2)이다. 자살의 원인이 회사의 가혹한 착취 때

문이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었던 주장은 자살한 청년들이 모두 농촌출신으로 도

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크게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3) 농민공 출신 청년들만이 좌절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중국 명문대에서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연구가

양칭샹(杨庆祥, 2017)도 북경에 집을 장만하지 못해 정처 없이 떠돌

면서 스스로 유기된 듯한 느낌과 실패감을 함께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개인 혼자만의 실패감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실패감이라고 했다. 량샤오성(梁晓声, 2012)은 중국의

현대사를 돌이키면서 중국인들은 그 동안 국가와 시장 두 가지 힘

에 이끌려서 성장만 했을 뿐 성숙하지는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짓눌

린 심리상태가 얼굴에 재현된 표정은 자아를 잃은 우울함이라고도

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문제가 해결되었고 대다수 중국인들은 현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

에 그들은 일상에서 좌절감, 실패감, 우울함에 빠져있을까? 경제적,

물질적 풍요와 모순되는 이러한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출발한다.

2) 농민공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 출신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3)富士康跳楼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5%AF%8C%E5%A3%AB%E5%BA%B7%E8%B
7%B3%E6%A5%BC%E4%BA%8B%E4%BB%B6/1960964?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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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혁명 10여 년간의 혼란 끝에 선부론을 앞세운 개혁개방 경

제는 13억의 인구에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집단적 욕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덩샤오핑은 남순강화에서 사회주의 이데

올로기를 넘어서서 경제적 성장을 통해 중국인민들이 공동으로 부

유해지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社会主义的本质是解放生产力，发展生产力，消灭剥削、消除两极分

化，最终达到共同富裕”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국분화를 소멸하는 것으로 최종목표는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은 광둥성에 위치한 선

전(深圳)에서 시작되었다. 선전을 시작으로 화교들과 연결고리가 많

은 동남연해 일대의 해변도시들을 먼저 개방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

으로 1990년부터는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발전 모델로 자리 잡

은 상하이 푸둥(浦东)특구를 지정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연해와 내륙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는 서부대개발

(西部大开发)전략을 가동함으로써 내륙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

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80년대 중반이후 지난 30여년간 진행된 선부론의 경제성장 정책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2선 도시, 3선 도시 그리고 농촌 구석구석까지

중국 인민의 삶의 목표와 삶의 양식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우선 농

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

원회에서 발표한 <중국유동인구발전보고2016(中国流动人口发展报告

2016)>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이동인구 규모가 2.47억 명에 달하

고 2020년까지 2억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잘 살

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혹은 혈혈단신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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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퍄오(北標)라 부른다. 베이퍄오는 물질중심 사회로 급격히 재편

되는 도시의 삶을 선망하고, 지방에서 상경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했

거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도시와 농촌, 해안지대 도시와 내륙 도시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도시에서 단절된 사회에 있었던 베이퍄

오들은 새로운 도시적 삶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넘

고 견디면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투지를 불태우는 사

람들이 중국 거대도시와 2선, 3선 도시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역에서 자식을 농촌에서 도시로, 지역도시에서 거대도시로

보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희망에 더해 본인 스

스로 농촌이나 지방도시에 갇힌 현실을 넘어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

다는 의지를 가진 젊은 세대는 도시에서 중간층, 중하층의 삶을 살

면서 고투하고 있다.

앞에서 보듯 개혁개방, 특히 남순강화 이후 13억 전 인민의 삶이

새로운 삶, 잘 사는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한

사회가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3

억의 인구가 개인적 수준에서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 보겠다고 욕망

을 불태우는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회전체

의 수준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도 인민의 삶이 굶주림을 벗어나고,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조건을 갖추고, 더불

어 살 수 있는 경제사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

쳐 사회주의적 발전주의 경제 구축을 기조로 고도경제성장을 추진

해 왔다.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었듯 상당한 성공을 거둬 이제는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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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전인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

석은 2050년 세계최고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

렀다. 그러나 공산당 주도의 정치적 이념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시

장을 통한 성장, 생산성과 성과에 기초한 시장 자유주의적 분배라는

기조를 추구했으나, 시장윤리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패

와 특혜, 왜곡된 특권의 만연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특혜

와 특권, 규율되지 않은 경쟁의 만연으로 인해 중국인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특권을 활용하고 특혜를 누리는

자가 경쟁에서 이긴다는 마음의 습속을 내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로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중국인들의 마음의 습속(habits

of mind)을 ‘발전주의 욕망’으로 명명하고, 13억의 거대한 인구가 어

떻게 ‘잘 살아보기’라는 거대한 삶의 형태를 내면화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그 역사 문화적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발전주

의 욕망은 자본주의와 함께 형성되고, 내면화된 사고양식으로서 성

장을 열망하는 마음의 습속이다.

앞서 보았듯이 ‘잘 살아보기’ 위한 발전주의 욕망은 대도시 주민들

이나 유별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13억 전 인민에게 내면화되

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볼 때 13억의

인구가 특정한 마음의 습속을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입

증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에

대한 연구와 문헌들, 그리고 연구자 본인을 둘러싼 삶의 경험에 비

추어 볼 때 ‘잘 살아보기’라는 욕망은 중국인 전반에서 발견되는 심

성의 도도한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인구가 유사한 삶의 실천과 가치의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잘 살아보

기’ 식의 발전주의 욕망이 사회전반에 넘쳐나서 개인과 집단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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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 경험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당연히 모든 사회가 그렇겠지만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사회는

다양한 삶의 모습, 다양한 생활양식, 다양한 삶의 지향성을 가진 사

람들과 집단이 공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교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위에 근거해 볼 때 물질주의가

범람하는 21세기 중국사회의 발전주의 욕망이 사회구성원들을 불행

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숙고해 볼 필

요가 있다.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가 너무 많아서 다루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 안의 변이 역시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

후에 출생한 현재의 청년층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

고 연구대상을 ‘포스트사회주의 청년세대’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들

이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발전주의적 욕망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는 청년집단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그들의 가치지향성

의 제도적 토대가 되는 국가차원의 발전주의 가치지향을 밝히는 것

이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 국가라는 행위자가 발전주의 욕망을 어떻

게 실현했는지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

니게 되는 마음의 습속은 그들의 자발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회

의 지향성을 규정하는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혁개방이후 중국국가의 발전주의 지향성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을 잘 보여준 대

표적인 다큐멘터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서사분석

을 통해 국가행위자가 실천하고 드러낸 발전주의 욕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표는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재배열된 포스트사회주의 청

년세대의 도시의 삶에 대한 욕망의 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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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해서 조직되고 작동하는 것으로, 공간은 지리적이면서 사

회적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된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서 벗어나 소비를 지향하는 근대적인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배

적인 공간으로 변화했다. 도시공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사람들의 실천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자본의 투기대상이기도 하며 개인의 실천과 경험

이 묻어나는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간에는 다양한 욕망들과 그 욕망과 관련된 실천들이 내재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통해 이들의

현실적인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욕망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

스트사회주의 청년세대의 도시 삶의 욕망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청춘분투드라마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드라마에서

재현된 청년세대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발생

한 이야기 간의 관계 속에서 공간에 투사된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목표는 압축성장이 배태한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과 삶의

실천행태를 살펴보았다. 발전주의 욕망은 가치지향이기도 하고 삶의

실천적 경향성이기도 하다. 청년세대의 삶의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세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청년세대 관련 사회적 담론을

생산했던 대표적인 청춘분투드라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욕

망을 르네 지라르 삼각형 욕망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욕망추구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구성된 인간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음의 습속으로 내면화된 발전주의

욕망을 중심에 두고 중국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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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사회가 압축근대화를 겪는 동안 발전주의

욕망이 중국인들의 삶의 형태와 행동양식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우선 발전주의와 발전주의 욕

망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전개한 후 기존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연

구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1절 발전주의에서 발전의 의미

1. 근대화로서 발전의 의미

사회학자 네더빈 피터스(Pieterse, 2001)는 발전을 “이미 알려져

있고, 예정되어 있는 형태와 논리, 방향에 따라 사회변화가 일어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피터스는 이러한 발전의 개념은 국가와 사

회의 변화에 생물학적 의미의 ‘발전’ 또는 ‘성장’ 등의 개념을 ‘은유’

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발전된 국가로의 ‘수렴’을 정

당화하는 단선적인 발전만을 의미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Williams, 1983)에 따르면 발전‘develop(ed)’이

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7세기 중반이었다. 16세기 말에는

‘disvelop’이라는 어형이 있었으며 ‘열리다, 펼치다’라는 뜻을 지녔다.

이 개념이 최초로 주요한 의미로 확대된 것은 새로운 생물학을 통

해서였는데, 이것은 진화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후 생

물학자들에 의해 발전이라는 개념은 ‘존재의 합당한 형태를 향해 움

직이는 변형’에서 ‘점점 완벽한 형태를 향해 움직이는 변형’으로 진

일보했다. 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진화와 발전 개념을 혼용하였다

(Esteva, 1992). 19세기 중반이후 발전(development) 개념에는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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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미숙한 형태로부터 완숙한 형태로 도달하는 과정인 진화론적

의미에 경제와 관련된 함의가 추가되었다. 산업과 무역 경제의 과정

을 가리키는 경제용법으로서의 발전은 19세기 말부터 확고해졌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Williams, 1983).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냉전에 접어든 1949년 1월 20일, 트루먼

태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저발전’(underdevelopment)개념을 제기하면

서 발전은 세계적인 국민국가 프로젝트가 되었다. 트루먼 연설이 상

정하고 있는 대상 국가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포섭할 대상으로 빈곤

국, 시민지, 구식민지 국가들이었다. 저발전의 함의는 경제적으로 낙

후된 지역이 자랑스럽지 않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경제성장

을 이룩하고, 소련과 대비되는 미국적 현대성 추구를 목표로 삼으며

더 나아가 현대화 프로젝트로서의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박상현, 2013; Williams, 1983; Esteva,

1992; McMichael, 2012).

트루먼의 발전담론은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 지역을 명시적으로

구분했고, 국가의 이해관계가 없는 공동의 선으로 둔갑하여 선진국

의 개입을 정당화시켰다. 발전담론은 과학과 기술을 전면에 배치하

여 냉전구도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담론 속에는 많은

생산과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었다(김철규, 2002; 윤상우, 2016; Rist,

2009).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발전개념은 비서구 지역에도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와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의 지식계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제시한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도 이러한 발전 개념이 널리 공유되었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반대 진영이었던 소련 사회주의 진

영 그리고 냉전체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제3세계 진영에서도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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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국민경제의 민족주의 성격으로부터 출발

하여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1953년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대규모 경제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만들고, 농업 생산 합작사와 수공업

생산 합작사를 발전시켜 사회주의 개조의 초보적인 경제기초를 만

들었다. 1978년 개혁개방,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13차 5개년 계획이다.

필립 맥마이클(McMichael, 2012)은 발전의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식민 지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지구화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발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직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는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 프로젝트의 세 가지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20세기 중반의 발전 프로젝트

(1940년대~1970년대)로서 냉전구도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별 경제

성장을 국제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여기에는 초대

강국이 제공한 재정·기술·군사 지원이 포함되었다. 또한 발전은 UN

의 이상이기도 하였다. 각 국가는 국가와 시민 간의 시민권적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시장을 공

격적으로 규제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지구화 프로젝트(1980~2000년

대)로서 각 국가들은 국경선 위에 개방된 시장을 겹쳐 올려놓았고,

기업의 사업 권리가 시민권적 사회 계약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

다. 발전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노력으로

재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지구화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

는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시장이 다시 우세하면서 ‘시장은 선,

국가는 악’이라는 담론이 우세한 공적 담론으로 떠올랐으며 이의 일

환으로 시장을 위한 탈규제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시기는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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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프로젝트(2000년대 이후)로서 불평등, 식량위기, 생태위기 등

앞선 시기 동안 쌓인 긴장들이 표출되고, 지구화 프로젝트가 정당성

을 상실하고 위기에 직면했으며 ‘기후 변화 레짐’으로 관리되는 시

대로 접어들었다. 필립 맥마이클(McMichael, 2012)의 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발전주의 역사로 볼 수 있다.

필립 맥마이클(McMichael, 2012)에 따르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발전 개념은 식민지배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고,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는 식민지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발전

은 국민국가 내에서는 빈부격차에 따른 계급불평등을, 국외 식민지

역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되었다고 주장했

다. 질베르트 리스트(Rist, 2009)는 발전 개념이 생명체의 성장이라

는 본래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인간의 역사와 사회에 전이된

서구 근대의 대표적인 거대담론중의 하나인데 진보, 서구화, 문명화

를 함축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내포한다고 하였

다. ‘발전’ 개념은 20세기를 거치면서 도시개발, 식민지 발전과 결부

되었던 뜻이 성장과 진화의 뜻과 함께 조금씩 탈바꿈되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 시기의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했던 부정적 이미지는 사

라지고, 보편적으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 개

념 속에는 여전히 바람직한 변화 곧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열등한 것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함축하고 있다. 즉 발전 개념 속에는 단순과 복잡, 우와 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가치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단순하고 열등하며 나쁜 것으로서의 저발전이, 복잡

하고 우수하며 좋은 것으로서의 발전에 종속되는 논리와 근대화로

서의 서구지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발전 개념은 발전된 서구에 의해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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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민주화 등 하위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대화를 바람직한

목표로 상정하였고, 그 반대에 위치한 비서구 국가를 근대화의 기준

으로 재단하여 낙후한 것으로 치부하는 차별 재생산 레짐을 함축하

고 있다. 비서구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서구의 발전 개념을 내재화

하고 경제만 성장하면 서구가 지정해준 ‘그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

할 수 있고 선진국 추격이 가능하다는 이데올리기적 개념이다.

바람직한 결과로서 발전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이기는 하지만,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발전 사회, 발전도상사회에서

발전이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려는 자기혁신의 정신적 토대

이기도 하고, 사회공동체 수준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의 집합적

실천의 토양을 이루기도 한다. 이 연구는 어떻게 중국인들이 지난

압축근대화 과정에서 발전주의라는 마음의 습속을 형성하게 되었는

가라는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경제적, 제도적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

의 다른 한쪽 차원인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에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이다.

2. 동아시아의 압축적 근대성과 발전주의

‘발전’을 키워드로 서구에서 생산하고 유포했던 전통적인 근대화론

은 서구지향적인 단선적 발전론으로서 그 속에는 서구우월주의가

내재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대안으로 다중

근대성, 대안근대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짧은 30~40년 내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서구가 200~300

년에 걸쳐 이루었던 근대화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발전

을 논의할 때는 압축적 근대성론을 많이 다루고 있다.

압축적 근대성론은 장경섭을 비롯해 조희연 등 일군의 한국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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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제안했던 개념이다.

장경섭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성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

화가 극히 응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

소들이 공존하여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재구성되는 상

태”를 말한다(장경섭, 2009).

장경섭(2009)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성은 시간·공간 영역이 단축·

압착하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축은 두 시점(지점)이

나 위치(지역) 사이의 이동 혹은 변화에 필요한 물리적 과정이 축약

되는 현상을 말하고, 압착은 서로 이질적인 시대나 장소에 존재했던

복수의 문명요소들이 일정한 제한적 시공간에 공존하며 상호 압박

과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시간적 단축은 농업사회에서 산

업사회로 그리고 탈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공간적 단축은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이동의 과정을 축소 혹은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압착은 서

로 이질적인 시대나 장소에 존재했던 복수의 문명요소들이 일정한

제한적 시공간에 공존하며 상호 압박과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

한다. 시공간이 급속하게 단축한 결과로서 이질적 공간들 및 시간대

들의 문명요소들이 공존하게 되는 우발적 다원성 위에서 진행된다.

가치, 문화, 제도 등 다양한 이질적 시공간의 문명요소들이 혼재하

는 가운데 서로 충돌·접합하면서 또 다른 가치, 문화, 제도들을 만들

어내는 과정이 곧 압착 과정이다(장경섭, 2009).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겪은 동아시아의 경우, 점진적인 발전과정

을 겪은 서구와 달리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적인 것들이 시기적

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공간적으로도 토착적,

외래적, 전지구적 요소가 혼재하는 우발적 다원성이 나타난다(장경

섭, 2001b).

압축적인 성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되



- 14 -

는데 그 과정에서 불균등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동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발전과정에서의 경제성장을 절대적인 우위에

놓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은 지체되고 빈부격차, 지역격

차, 도농격차 등 많은 격차들이 초래된다. 또한 급속한 성장은 결과

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도와 절차 그리고 과정을 홀시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형 위험과 후진국형 위험이 공존

하는 현상도 발생한다(장경섭, 1998).

시공간 단축에 따른 조급함은 결과를 위해서 비용을 최대로 줄이

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은 증폭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

에게 전가된다. 장경섭(2009)은 압축적 근대성의 동력은 가족에 있

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가족 동원 체제에 의지한 가족 중심적 삶

을 통해 개인들에게 체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압축근대화를 동아시아 발전이라는 틀에서 유사하게 조감하는 연

구들도 제시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맥락에서 발전주의는 두 가지로

번역되었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서구의 근대화를 지향하여 경

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발전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개입을 통해 대

상의 개조를 강조하는 생태주의 입장에서의 개발주의이다. 조명래

(2003)에 따르면 개발은 물리적 대상을 인간의 편리를 위해 변경하

여 이용하는 행위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면, 발전은 상태의 질

적 성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의미를 띠는 것으로 뜻은 다르지만

두 개념 모두 경제성장과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발전국가 속성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조희연(2002)은 발전주의를

산업화, GNP, 수출 및 무역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성장지향성 혹은

성장 추구적인 정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발전주의는 현

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국가 개입적인 유형은

‘보호주의적 발전주의’로, 시장자율주의적인 유형은 ‘개방주의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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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분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태(2014)는 발전주의를 20세

기 중반 이후 지구적 패권 담론으로 부상한 것으로서, 산업화(또는

후기산업화)와 경제성장 등을 통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다른 가치

보다 우선시하는 태도이자 담론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종태(2014)는

많은 연구들에서 발전주의를 발전국가와 연계시켜 논의했지만 윤상

우(2009)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개념이 있듯이 발전주의가

얼마든지 신자유주의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주의를 반드시

국가형태와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생태주의 입장에서 개발주의는 자연 환경이나 자연자원을 착취하

고 이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 경제,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행위와

이를 둘러싼 가치들을 이념화하는 표현으로서 개인의 행태나 정서,

집단 활동, 일상 문화, 정부 정책과 행정 과정 등에서 개발을 우선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조명래, 2003; 조명래, 최병두, 2005). 개발주

의는 환경가치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지배적인 논리 및 가

치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개발을 우선시하는 토건국가 형태로 출현한

다. 국토개발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국토개발을 권력화하는 정치인

들, 그리고 개발의 산업화와 공간 환경의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개발업자들, 자연환경을 개인적 소유물로 만들고 자원을 소비

하고 폐기물을 대량 방출하는데 익숙한 일반인들이 어우러져 토건

국가가 형성되는데, 이는 국토 난개발과 생태환경이 파괴를 발생시

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조명

래, 2003).

발전주의와 개발주의 핵심에는 모두 성장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

다. 윤상우(2016)는 성장지상주의를 사회발전의 핵심요인 또는 필요

조건이 경제성장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면 여타의 발전목표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경제성장을 발전의

지상과제이자 절대명제로 간주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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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계에서 1999년부터 발전주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지만 발전

주의로 중국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논의는 한국, 싱가포르

에 적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거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정리

만 이루어졌다. 쉬바오챵(许宝强, 1999)은 발전주의를 경제성장이 사

회진보의 선결조건으로 생각하는 신념이자 이데올로기로 정의하였

다. 그에 따르면 발전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서양의 특정한

시기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관념이고 이는 다양한 문화, 사회조직, 특

별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원주민들의 생계와 문화적 실천을 배척하

는 것으로서 발전 개념을 산업화, 기술과 생산에만 구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황핑(黄平, 2000)에 따르면 서양중심론, 경

제성장론, 선형발전관과 실업, 노동시장, 자원, 인구, 빈곤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발전주의는 엄격히

말하면 개발주의이고 이는 서구의 특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배태되

었으며, 1960년대 이후 국제기구들의 선전에 의해 전 세계에 확산되

어 후발 국가들이 지향하는 현대화 담론이자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의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등은 모두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도를 받으면서 완성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전주의와 개발주의 논의는 성장지상주의를 근

간으로 대외적으로는 민족국가 경쟁, 대내적으로는 생태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접근하였다.

발전 개념도 역사적으로 경제성장과 연계시켜 사용했기 때문에 일

상문화차원에서도 발전주의는 성장지상주의 색채가 짙다. 그렇다면

서양의 근대화와 다른 압축적 성장에 따른 동아시아의 압축적 근대

화 배경에서 형성된 발전주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어떠한가?

발전주의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정리하면 크

게 서열적 권위주의, 물질지상주의, 이기적 개인주의/집단주의로 유

형화할 수 있다(강명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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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집단적 가치관 가운데 가장 두

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서열적 권위주의이다. 한국인들은 인간관계,

사회윤리를 상하 위계적인 서열 관계로 인식하여 조직하고 있고, 군

신, 부자, 부부, 장유 등의 관계가 지배—피지배로 규정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하 서열 의식이 강하다. 내면화된 권위주의가 생활양

식, 혹은 사회적인 문화 형태로 드러난 대표적인 양태로 관료적 권

위주의에는 정치 문화, 명령과 순종 우선, 소수에 의한 의사 결정,

남녀의 불평등이 포함된다(강명구, 2007). 중국은 당과 국가행정기관

을 중심으로 권력의 힘의 크기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구분된 서열적

권위주의는 있지만 기타 일상생활영역에 있어서 권위주의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서열주의는 심한 편이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느

도시 출신인지, 어떤 아파트에서 생활하는지 등으로 남과 자신을 비

교한다. 출신대학은 개인능력을, 출신 도시와 생활 구역은 생활수준

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현재의 발전정도를 예단하는 것이다.

압축성장으로 인해 내면화된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성공

혹은 돈이면 된다는 식의 물질지상주의이다(강명구, 2007). 홍성태

(2011)는 환경 파괴를 무시하면서까지 개발에 집착한 한국사회의 개

발주의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네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첫째는 개발주의 생활문화가 치열한 개

발 경쟁으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더 많은 개발을 기대

하고 있다. 둘째, 개발주의 생활문화는 이 사회를 아예 ‘투기 사회’로

만들었다. ‘개발 광증’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개발 경쟁’이 극렬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막대한 개발이익 때문이다. 셋째, 개발주

의 생활문화 속에서 ‘부패 사회’의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막대한 개발이익이라는 불로소득을 독식하기는 쉽지 않다. 불로소득

을 취하도록 도와준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발 정보의 유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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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구입, 부동산 개발, 부동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이나 업자들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홍성태(2011)에 따르면, 개발주의는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공을 다루는 드라마는, 고통과 노력의 ‘휴먼 드라마’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대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주의를 자수성가

의 배경이나 후일담으로 미화한다. 더욱이 TV드라마는 화려한 화면

으로 개발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상화하기도 한다. 개발주의의 횡행

속에서 파괴되는 자연과 역사, 배제되는 약자 등은 찾아보기 어렵

다. 개발주의의 궁극적 귀결은 돈이 지배하는 ‘돈 사회’라고 비판하

였다.

이러한 현상을 김덕영(2015)은 환원근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회의 모든 분야가 경제로 환원했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르면 환원

근대의 언어에는 유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양적 세계관이 작동하게

된다. 유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사회의 모든 영역이 경제로 환원되는

논리로 모든 것은 물질적 가치로 환원되는데 물질적 가치에 긍정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논리이다. 양적 세계관은 생활

세계의 수학화를 의미하는데 근대의 복합적인 층위와 다양한 측면

을 경제적 지표로 계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세계의 수학화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근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을 경제적 지표로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견보

다는 은폐하는 부분이 더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재적인 것이 아

닌 외재적으로 모두 수치로 표시 가능한 이익지상주의를 선호하였

다.

물질지상주의에 있어서 중국도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중국에

서 발전주의 관련 논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

하였을 뿐, 사회문화 관련 언급은 찾기 어려웠다. 중국 사회학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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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2016)은 중국의 발전주의 상황을 압축성장한 경제, 약화된 사

회연대, 그리고 지체된 문화발전이라고 종합하였다. 특히 사회문화

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인 이익지상주의 가치관이 사회에 팽배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을 국가는 ‘국가적 서사’에, 개인은 ‘개인의 취향’

에 치중하여,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시민사회가 성장하지 못하였

고, 시장경제 상황에서 개인 사욕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가치적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익지상

주의 가치관은 식품안전문제, 안전 불감증, 환경오염 불감증 등 사

회적 상황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익지상주의는 배금주의

로도 불리는데 왕예양(王也扬, 2011)도 중국이 배금주의가 팽배하다

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농정책으로 굶주렸던 시간이 길었으며 근대

사를 통해 낙후하면 외적으로부터 침범을 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빈곤하면 나약하게 되고 곧 치욕을 당한다는 논리가 사람

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경제발전 제일주의가 중요한 인식으

로 자리 잡았을 뿐 그 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는

신앙의 부재에 있다. 개혁개방 이후 과거에 서로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가치가 완전히 폐기됨으로써 그 빈자리에 배금주의가 자

리 잡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회적 귀감의 부재이다. 사회적 귀감

으로서 간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패한 간부들에 의해 사회의 주요

한 가치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압축근대화 영향을 받아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은 비정상

적인 개인과 비정상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이기적 집단주의가 팽배해졌음을 의미한다(강명구, 2007).

김덕영(2015)의 환원근대화론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근대화는 경제적 근대화만 추구하였을뿐, 정치, 법, 과학, 예

술, 윤리, 종교, 교육, 가족, 에로스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분화되



- 20 -

고 개인화, 합리화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근대화는 무시하였고,

오히려 정치적 근대화로서의 민주화 같은 요구를 억압하는 과정이

었다. 그의 주요한 논지는 국가중심, 집단중심의 경제논리로 개인성

과 개인주의의 억압에 있다. 그는 환원근대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담

론차원에서는 유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양적 세계관, 사회구조의 변화

에 있어서는 정치와 경제에 의한 전 사회의 부속화와 식민화, 개인

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을 집단의 부속품으로 인식하는 ‘집단주의 윤

리’에 의한 개인주의 말살로, 사회는 규율사회를 지나 근대성이 중

요하게 여기는 개인에 대한 인간적 권리와 존엄성 인정이 없는 억

압사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성찰적인 개인이 아닌 물

질지상주의 개인이 되고 개인 또한 집단의 부속물로서 이기적인 집

단으로 전락하였다.

3. 발전주의에서 국가의 역할: 발전국가론

일반적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따라 국가를 간섭국가와 조정국

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Johnson, 1982). 간섭국가는 시

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간섭국가

가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시장운영에 개입

하는 것으로 국가 중심적 접근이다. 반면 조정 국가는 국가와 시장

을 분리된 것으로 상정한다. 즉 시장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

롭고 국가간섭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의 역할

은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

에 한정되는 것으로 시장 중심적 접근이다. 간섭국가는 다시 두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등장한 복지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후기산업화 모델을 모방하여

1960년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한 발전국가이다(이연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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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는 19세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영국을 추격하

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이기도 하고, 1960년대 남미의 국가 주도

산업화 전략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1980년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성공

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재조명 받았다. 발전

국가는 “국가가 전략적 간섭을 통해 시장을 지도함으로써 압축적 경

제성장을 달성하는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간섭이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적 결정에 간섭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자원 분배에 개입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전략적으로 중

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을 보호하며, 나아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정

책을 통해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국가는 국가

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간섭할 수 만 있다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

적인 간섭국가의 한 형태이다(이연호, 2009).

존슨(Johnson, 1982)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통상산업부(MITI)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Johnson은 일본의 발전모델을 ‘합리적

계획경제’(plan rational)라고 명명하면서 일본의 발전국가는 규제적

역할을 넘어서는 기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발전국가 특징

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첫째, 발전국가라는 명칭이 암시하

듯, 경제발전에 국가행위의 최우선권이 주어진다. 국가는 평등이나

사회복지 등을 희생할지라도 경제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둘째, 발전

국가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시스템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발전국

가 엘리트는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국가들

처럼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순응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셋째, 국가 관료기구 내에는 선도기구가 있어 전략적 정책

의 형성과 집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관료기구 내의 엄격한



- 22 -

능력주의적 충원방식은 높은 수준의 관료능력을 보증하며, 또한 관

료엘리트들에게 일체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전국가론을 초기에 제시했던 에반스(Evans, 1995)는 그의 ‘연계

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에서 발전국가는 경제적 성공을 위

하여 기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는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한 기업의 협조를 위하여 기업과 충분히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특정 기업이익에 의해 포획되지 않고 사회 전체 이

익을 추구해야 함으로 기업과 너무 유착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특정 기업에 포획되지 않는 자율적 국가가 정책 성공을 위해 기업

과 서로 협조하는 친밀한 국가-기업관계가 하나의 조건이 된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만 고려하면 발전국가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첫째는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통한 전략적인 국가개

입이고 둘째는 발전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정부부처간의 조정을 수행

할 수 있는 선도기관의 존재이며 마지막으로는 경제발전을 추진하

는데 필요한 기업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업 간의 연계이

다.

2절 모방 욕망이론

중국 청년세대, 특히 80후세대들의 발전주의 욕망이 그들의 삶 속

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확대재생산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

리는 르네 지라르의 욕망 모방이론을 참조해볼 수 있다. 특히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중국사회가 어떻게 하나

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어떻게 베이퍄오들이 자

신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 농촌을 떠나, 지역을 떠나 대도시

로 이동하는가, 대도시로 이주한 베이퍄오들의 삶을 추동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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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검토하고자 했다.

1. 모방으로서의 욕망

지난 세기동안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많은 담론들

이 생산되었다. 대표적으로 주체의 결핍을 중심으로 정신분석학적으

로 접근했던 프로이트, 라캉, 들뢰즈, 지젝이 있었고 모방을 중심으

로 인류학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고민했던 르네 지라르(Rene Girard)

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격변기에 처한 중국인들의 발전

주의 욕망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류학적 접

근을 취했던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려 한다. 또

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발전도상국가인 중국의 발전주의는 서구 선

진국, 선진사회, 선진문화를 따라잡고 성공한 발달국가를 모방하여

압축적으로 성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이 분석틀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지라르는 그의 첫 저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처음

으로 모방욕망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모방욕망이론을 기반으로

저서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폭력과 공동체의 위기를 분석하였고

저서 『희생양』에서 폭력의 종식을 위한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라르가 연구했던 주제들은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라르는 자신의 이론 전개를 위해 소

설, 신화, 성서 등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했던 만큼 문학평론, 문화인

류학, 철학, 정신분석학, 신학 등 어느 특정 학문영역에 국한시키기

어려운 학자이다(김모세, 2008).

지라르 이론의 가장 밑바탕에는 모방욕망이론이 자리하고 있다.

지라르는 인간 자체가 욕망의 존재이며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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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모방과 욕망에 있다고 하였다. 지라르(2004/2006)는 욕망과 욕

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식욕과 성욕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

실로서 욕구이다. 어떤 모델에 대한 모방을 따를 때만이 욕망이 된

다. 즉 욕망은 주체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

방하고 싶은 모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매개된 욕망이다. 이것

이 곧바로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이론이다.

지라르(2004/2006)에 따르면 근대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욕망

이 엄격하게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것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욕망이

주체에서만 나오고 주체 본성의 표현이라면 언제나 같은 것을 욕망

하게 되므로 욕망을 본능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욕망

은 모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모방 경향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 전체의 근간이다. 인간이 일정한 사회적, 문화적 체계를 형성

하고, 그것을 교육 및 습득하는 과정 전체가 ‘모방’에 의해 이루어진

다. 인간은 모방 욕망을 통해 동물적인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결코 무에서 나온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능한데 결국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데 있

다.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지라르(2004/2006)는 소수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욕망이 주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작가들에 의해 욕망의 모방적 속성이 제

시되지 못하거나 왜곡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낭만적 거짓’이라

고 정의하였다. 반대로 소수의 위대한 작품들에서는 작가에 의해 욕

망의 모방적 속성이 모델을 통해 들어나는데 이것을 ‘소설적 진실’

이라고 정의하였다. 지라르는 소설 『돈키호테』를 분석하면서 낭만

적인 성향의 독자들은 돈키호테를 ‘이상주의자’로, 산초를 ‘현실주의

자’로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는데 실제로 돈키호테와 산초 모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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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모델을 추종하는 추종자들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설에서 돈키

호테가 추종하는 모델은 전설의 기사 아마디스이고 돈키호테는 아

마디스를 모방하면서 명실상부한 기사가 되기를 욕망한다. 산초의

욕망은 작은 섬 하나를 소유하고, 딸에게 공작부인의 칭호를 갖게

하는 것인데 산초의 욕망은 산초에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욕망이

아닌 돈키호테를 모델로 상정하여 모방한 욕망이다. 단지 산초의 욕

망이 실현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주의자로 인식할 수 있을 뿐 모델을

매개하는 욕망의 모방적 속성은 다르지 않다.

지라르(1961/2001)에 따르면 모방욕망은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즉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모델이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지라르는 모방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을 사용가치가 없거나 적은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 없는 가치를

대상에 부여하면서까지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을 통해 관찰할 수 있

다고 한다. 현실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부동산 구입, 명

품소비, 성형 등은 그 자체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더 많이 인

식되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 상승을 욕망하게 된다.

주체가 모델의 욕망을 모방하려면 주체가 모델이 자신보다 우월하

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델은 우월성을 갖게 되고 모델을

모방하고 있는 주체는 모델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

즉 모방은 주체와 모델 사이의 형이상학적 격차를 전제하고 있다.

주체는 모델과의 격차에 따른 열등함을 숨기기 위해 모방행위와 모

방모델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감추려 한다. 모델이 자신과 가

까이에 있을수록 주체는 모델과 모방행위를 더 숨기려 한다. 모델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열등감에 대한 인정

이기 때문에 모델의 욕망의 자기 내부에서 발생한 욕망으로 착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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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

2. 욕망을 형성하는 두 가지 매개 구조

모방욕망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단지 모델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욕망이 겨냥한 것은 바로 모델의 존재에 있다는

것이다. 지라르(1961/2001)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에 따라 외면

적 매개와 내면적 매개로 두 가지 모방욕망 구조를 구분하였다. 이

때 거리는 물리적 공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거리

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면적 매개를 욕망의 대상을 실질적인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획득적 모방과 갈등적 모방으로 구분하였다.

외면적 매개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면적 매개에서 주체와 모델의 세계

는 서로 겹침이 없이 떨어져 있고 주체는 모델이 자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서로 경쟁과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주체가 스스로 모델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열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는 모델의 절대적 우월성을 주체 개인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소속된 공동체 전체가 인정할 때 가능하다. 주체는 모델과

경쟁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

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 예제로 기독교 신도들이 예수를 모방하는

경우나 혁명시대 중국인들이 전설속의 영웅을 모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모델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모델을 숨기지도 않는다.

내면적 매개는 외면적 매개와 반대로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주체의 세계와 모델의 세계가 서로 겹침이 발생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모델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주체는 모델을 모방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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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위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하면서 경쟁과 갈등의 관계를 맺

게 된다. 이때 모델은 주체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된다. 내면적 매개는 다시 대상을 실질적인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획득적 모방과 갈등적 모방으로 구분하였다. 획득적 모

방은 주체가 욕망의 대상에 대한 소유를 전제로 하고 모델과 경쟁

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상에 집중한다. 반면에 갈등적 모방은

대상은 사라지고 모델을 넘어서는데 집중한다.

지라르(1961/2001)는 외면적 매개의 경우에는 주체가 모델에 대해

스스로 존경심을 갖고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모델 가까이 가려하지

만 내면적 매개의 경우에는 주체가 모델과 같은 세계에 공존하기

때문에 모델을 추격하려 한다. 모델은 주체의 돌진을 제지하는데 이

때 주체는 모델을 장애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면적 매개에서 주체는 모델의 우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델을 증오하게 된다.

3. 모방욕망의 메커니즘

주체는 모델을 모방하면서 경쟁을 불사한다. 주체는 모델에게 양

가적인 감정을 느낀다. 즉 가장 순종적인 존경심과 가장 강렬한 원

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의 결합이다(Girard, 1961/2001).

주체는 모델이 항상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모델의 전부를 모

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라르(1961/2001)는 모델의 특

권이 욕망된 대상에게 전달되어 그 대상에게 환상에 불과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삼각형 욕망은 욕망의 대상을 변형시키는 욕망이라고

한다. 모델의 경쟁적인 욕망이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순간을 제외

하고는 그를 신성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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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존경과 증오의 감정으로 모델을 열정적으로 모방하는 동시

에 모델은 주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 지라르(1961/2001)는 내

면적 매개의 특징으로 모델이 ‘부정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선택된다

고 말한다. 즉 주체는 자신에게서 ‘달아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쫓아가게 된다. 달아나는 모델이 실제로 특별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달아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뒤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모델의 무관심한 태도가 주체에게 있어서는 오

히려 모델을 더 우월하게 여긴다. 모델의 무관심한 태도는 역으로

주체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면서 모델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때 철저하게 무관심을 위장하는 모델은 ‘주인’이 되고,

욕망을 고백하는 추종자는 노예가 되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형성

한다.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멀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모델이 주인이고 주체가 노예지만 주체와 모델의 거리가 가까

워져 서로를 모방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욕망을 더

욱 잘 위장하고 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지키는 자가 주인 역

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무관심이 우월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

겨지기 때문이다.

주체가 모델을 존경함과 동시에 증오하고 모델은 주체에 대해 무

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한다면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자기

경멸이다. 주체는 스스로 모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생각을 감추기 위해 욕망을 숨기려 한다. 그 수단으로 욕망의 논

리적 순서나 시간적인 순서를 도착시킨다. 즉 경쟁관계의 책임이 자

신인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하고 모방을 먼저 시작한 것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방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은 곧 자신의 열등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델에게 종속된 노예로

전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델을 모방하는 주체는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이때 자신에게 느껴지는 혐오감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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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대한 존경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으로 나타난다(김모세, 2008).

이렇게 지라르의 욕망의 모방이론을 하나의 분석틀로 활용함으로

써 압축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인의 발전주의 심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분석틀에 대한 설명은 방법론에서 다

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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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존문헌 검토

1절 발전국가론으로 본 중국사회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굴욕적인 근대사로부터

오늘날 미국과 경쟁하는 G2로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줄곧

국가 중심적인 경향이 강했다. 지난 200년 동안, 중국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줄곧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왔다. 1861년 청정

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양무운동, 1898년 입헌군주제로 민족을

구하려 했던 변법자강운동, 1911년 청정부를 뒤엎었던 신해혁명,

1949년 중국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가 있었다. 경

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에는 연속성이 있으며

그 연속성 사이에는 단절도 있다. 청정부에서 중화민국으로 단절도

있고,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단절도 있다. 중화인민공

화국 역사에서는 또 두 개의 단절이 존재하는데 1949년부터 1978년

이전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발전전략을 추진했던 시기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전략을 추진했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윤상우(2005)는 중국을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이후

로부터 발전국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사

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발전국가

로 논의될 수 없고, 개혁개방이후부터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 전까지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서서히 전환되는

과도기로 시장경제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압축적인 경제성

장을 통해 낙후한 후진국에서 벗어나 현재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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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

한 인구를 고려할 때 GDP의 규모가 아무리 클지라도 실제 중국인

들의 생활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국가중심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국가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집중화된 산업

정책, 구체적인 표준 성취 원칙의 설정 등으로 요약해 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 핵심요인은 ‘발전국가’에 맞추어져 있다. 국가는 금융제도

와 자본이동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산업구조와 가격

구조에 개입하며 국제경제와의 상호관계를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성장 다변화, 안정된 성장 동력의 부여 등 모든 측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발전국가 성격을 띤 국가 중심적 입장은 신권위주의론으로

도 설명이 가능하다. 허씬(何新, 2001)은 정통 맑스주의와 신자유주

의가 궁극적으로 무정부주의를 초래한다고 보고 제3의 길, 즉 신국

가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국가라는 실체를 그 어떤 단일계급의 독점

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국가통치기구라고 보기보다는 다민족, 다계

급,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국가주

의는 국가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유

능한 전문 관료의 국가 운영,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과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 ③ 국가조절과 시장메커니즘의 병행 발

전, ④ 교육, 의료체계 등 민생경제부문이나 중요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 확보, ⑤ 국가역량을 동원하여 도덕 및 법제화를

통해 자산계급의 독선과 독점을 억제하고 국가의 자율성과 중립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좌파 지식인 왕후이(汪晖, 2010)는 중국의 굴기를 다섯 가

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독립 자주적 사회발전 노선을 개혁

의 전제조건으로 상정한다. 중국공산당이 획득한 반제국주의 노선은

소련과 주종관계가 아닌 새로운 독립모델을 형성한 것이 그 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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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둘째, 자신을 포함한 중국학계의 논쟁이 부분적으로는 기존

의 당내 노선투쟁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당내의 이

론논쟁의 역사를 계승한 것이며 당내의 이러한 실천적 행동이 정당

과 국가의 자기조정의 기제였기 때문이다. 셋째, 농민의 강렬한 능

동정신이다.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중국사회는 여타 사회와 비교

해볼 때 불평등에 관한 호소와 부패에 대해 용인하기 힘든 의식이

더 강하므로 기층에서부터 강렬한 상호제어작용이 일어났다고 보았

다. 넷째, 국가의 역할이다. 왕후이는 중국개혁이 성공한 이유를 중

성국가에서 찾는데 이는 개혁개방에서 국가에 따른 국가자원의 분

배문제를 강조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시기 누적된 사회자원이다. 왕

후이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이 안정 속

에서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핵심은 강력한 국가에 있다고

본다. 중국의 신권위주의론과 발전국가론은 국가가 권위적이고 시장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를 억압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다.

발전국가의 정당성 근거인 경제성장, 기술관료 중심의 국가관료

기구, 전략적 경제․산업 등 발전국가의 핵심적 특징들을 기준으로

중국 성장체제를 분석한 윤상우(2005)는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된 이후 중국의 성장방식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친화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련의 제도개혁을 통해

자율성과 능력을 겸비한 기술관료 중심의 국가관료 체제를 구축하

고, 전략적 산업정책과 국가 통제적 금융정책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

립하였으며, 국가-기업관계도 ‘배태된 자율성’에 입각한 민관협력의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서상민(2007)은 발전국가론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발전 우선주의라는

이념적 요소와 함께 국가에 의한 경제발전계획과 적극적 산업정책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선도기구라는 정책적․제도적 요소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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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서 발전국가론 틀로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국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상우(2015)는 중국이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과 달리 종속적 발전

이 아닌 탈종속적 발전으로 갈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첫

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과정은 투자·생산, 기술도입, 수출·무

역의 측면에서 종속적 발전과 탈종속적 발전이 혼재된 성격을 지니

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는 수출 및 무역종속의 측면을 제외한다

면 종속적 발전의 내용은 대단히 미약하게 나타나며, 중국의 경제발

전이 고도화되면서 탈종속적 발전의 측면들이 확대·강화되었으며 셋

째, 중국에서 탈종속적 발전이 지배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

는 내부적으로 중국 발전국가의 성공적 종속관리와 중국경제의 예

외성, 외부적으로는 중국유입 해외자본의 성격과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타이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

국의 경험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

과 경제관리 능력이 여전히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문제해결 방식으

로 가능했음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은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영향력

이 크고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발전국가전략의 여전히 유효함을 주

장하고 있다.

발전국가 관련 논의는 대부분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발전국가로서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없다(이연호,

2009). 국가와 시장의 관계 외에 사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 발전국가는 개인의 이

익보다는 공동체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다. 전

체적이고 집단적 이익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수성과 자유보다는 집단적 보편성이 더 강조된다. 서구적 복지국

가처럼 제도화된 사회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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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또는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세력은 국가의 정치적 통제력에 대

응할 만큼 강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시장주체들도 국가에 대

응할 만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국가는 사회세력에 대하여 우위

를 점하여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권위주의적 속성을 갖는다.

발전국가에서 권위주의는 정치사회적 요구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

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및 시장의 이기적 요구를 억압

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병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평등보다는 위계적

으로 배열된다. 국가를 성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며 국가가 사회에 대

하여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특히 국가 엘리트

들에게 권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도덕적 권위를 바탕

으로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표출을 직접 조정, 중재하여 공동체

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이익

표출행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한정하는 자유 다원적 모델과 구분된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정치사회적 영향력

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하며 국가는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정책

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이연호, 2009).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의 강력한 권위주의와 시장의 성장지상주

의에 의한 사회의 억압과 불균형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비판

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발전국가가 본질적으로 권

위주의적여서 약탈국가, 정치적 독재와 특권자본의 연합을 구성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불균형을 조장하여 사회구조의 단층화

를 가져와 경제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다(이병천,



- 35 -

2003). 발전국가가 근본적으로 국가의 실패를 유발할 체제 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기를 생산하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

의 기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박태균, 2009). 발

전국가가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생태파괴, 사회경제

적 불평등 등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서 권위주의에 의한 약탈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희

연, 1997).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가져오면서 많

은 부분에서 표준화가 일어났는데 그 표준화는 낙후된 국가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더 선진화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회의 다른

부분과 단절을 가져오게 했다. 즉 중국은 빈부격차로 도시와 농촌,

취업자와 실업자, 중산층과 하층민의 단절을 가져왔다(孙立平,

2003). 발전과정에서 벌어진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 앞에서

중국은 조화로운 발전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뿐 국가의 권위

주의 성격의 개선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권위주의 성격을 더 강화

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전형적인 발전국가 사례로서 박정희체제를 분석한 조희연(2010)은

박정희 시대의 구조적 성격을 ‘근대화를 향한 동원’체제로 파악했다.

이를 ‘개발 동원 체제’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개발, 산업화, 발전을 함

축한 근대화라는 국민적, 민족적 목표를 향해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

를 강력하게 추동하고 동원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는 높은 효

율성과 위기성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 조희연의 개발 동원 체제 모

형이 중국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 개혁개방 이전

까지 중국은 공산주의를 실현을 위한다는 구호로 개인보다는 집단

과 국가를 우선시하였고 개인의 사욕을 경계하면서 압축 성장을 위

한 모험을 강행하였다. 대약진운동도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이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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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개방이후에는 시장화, 산업화, 도시화를 중심으로 현대화 발전 프

로젝트를 가동하였다. 이 시기의 동원은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개

인을 집단으로부터 해방시켜 국가와 국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동원된다. 기존 발전국가 논

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혹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국가 등 포스트발전국가론으로 발전하였지만

국가가 경제발전을 과제로 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점과 보다 발전된 선진국을 모방하고 따라잡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개혁개방을 시작하였지만 1990년

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이후에야 비로소 발전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권위적인 강한 국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와 반대로 극심한 빈부격

차도 함께 가져왔다. 순리핑(孙立平, 2003)의 주장처럼 선진적인 부

분은 더 선진화가 이루어졌고 낙후한 부분은 더 낙후되면서 사회가

단절되었다.

2절 중국사회 압축근대화와 마음의 습속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압축 성장과정에서 중국사회의 도농격차, 지

역격차,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순리핑이 주장했던 대로 단절

되어가는 사회에 직면하여 중국인들의 마음의 습속에는 어떤 변화

가 있었는가? 중국사회의 압축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의

습속의 변화에 대한 기존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또는 개혁개방 이후

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중국

인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周晓红, 2009; 易伍林,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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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杰, 2003; 杨丽霞，贾丽颖, 2015; 徐胜, 2009). 이 연구에서는 개혁

개방을 기준점으로 중국인민공화국 역사를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

였다. 그리고 중국사회 변혁의 상징인 개혁개방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의

계기로 보았으며, 다른 하나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후를 대체로 1980년대, 1990년대, 21

세기 이후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사회정치적 변화

와 그 시기 중국인들의 마음상태를 살펴보았다. 시대의 전체적 흐름

을 살펴보면 전통적 가치가 퇴조하였고, 현대화의 이상을 가지고 개

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늘어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周晓红, 2009). 개

혁개방 이후의 시기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첫 번째 시기인 1980년대는 문화대혁명이 남겨놓은

정치적 문제들을 청산하고 서서히 상품경제를 모색하는 단계였다.

1978년부터 농촌은 인민공사 체제에서 가족도급 체제로 바뀌었고

1984년부터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도입하면서 농촌과 도시의 경제

가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대외개방정책과 더불어 중국에서는 현대화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청년 세대가 현대적인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과학, 시장,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

인의 사회적 역할, 자아실현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장이

다시 출현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시간이 돈이고 효율이 생명이

다’와 ‘이념혁신’ 등 구호들이 확산되면서 희망적인 태도를 취했다

(周晓红, 2009). 정치 지향적 가치는 물질지향적인 가치로 바뀌면서

과거 정치적 이상은 사라졌고 집단이익 중심에서 개인이익 중심으

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적인 요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

장경제가 도입되고 경쟁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평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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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가 경쟁의 충격을 받기 시작하였다(徐胜, 2009). 이우린(易伍

林, 2012)에 따르면 오랫동안 금욕주의 문화가 지속되어오던 상황에

서 초기 정부의 시장화 개혁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은 의심과 관망

의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사적재산이 보호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과 문화대혁명이 재차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었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

면서 서서히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둘째 시기인 1990년대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

고 본격적으로 시장화, 도시화 개혁을 실시하면서 압축적인 성장 시

기를 맞이한 때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흥분’과 ‘곤혹’을 동시

에 경험하게 되었다. 흥분은 시장경제시스템이 완벽하기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개인들의 사회 이동성, 취업 기회,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많은 공무원들과 지식인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샤하이

(下海)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분과 함께 곤혹스

러움도 함께 공존했다. 중국인들의 가치관이 배금주의로 바뀌면서

사회적 관계와 도덕적 가치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치영역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시장에서는 짝퉁

제품 유통이 성행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서로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易伍林, 2012).

시민들은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였지만 스스

로 질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공평경쟁을 강조하면서도 관계를

동원하는 편법이 성행했다. 오직 이익만 추구하면서 경쟁에서 수단

을 가리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徐

胜, 2009).

셋째 시기인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은 WTO 가입, 올림픽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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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엑스포 개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인 대처, 2010년

에는 GDP가 일본을 능가하여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중국사회 내부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소외계층이 출현

하였으며 물질지상주의 가치가 만연하였고 개인화가 진척되면서 전

통문화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周晓红, 2009). 사회전반에 초조함, 들뜸, 증오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沈杰, 2003; 徐胜, 2009; 沈晖, 2012). 이우린(易伍林, 2012)은 중국인

들의 초조한 원인을 투기행위와 사회적 불안감에서 찾았다. 자본이

분배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투기가 늘어나 들뜬 분위기가 사

회에 만연하였다. 관료들과 결탁한 개발상들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

적인 개발과 식품안전문제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른 부에 대한 증오

감정들이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쉬성(徐胜, 2009)은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토대 부재에 의해 사회전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초조함과 대부분

중국인들이 개혁개방의 성과에서 제외됨에 따른 박탈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선후이(沈晖, 2012)에 따르면 빨리 성공하고 싶

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경제가 발전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불균형

발전, 식품안전, 부패, 빈부격차, 집값, 물가, 환경보호, 강제개발, 실

업 등 심각된 빈부격차, 국가와 시민 충돌,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많

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중국사회는 초조

하고 들떠있는 분위기에 젖어있었고 더 나아가 증오의 감정과 폭력

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의 문헌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중국은 현재 세계 제2의 경

제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중국사회는 오히려 초조함(焦虑), 들뜸(浮

躁), 증오(仇恨)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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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왜 80후 포스트-사회주의 세대에 주목하는가

1. 80후 세대의 정의 및 특성

중국에서 특정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80

후’이다. 80후는 흔히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지만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왕샤오팡(王效仿, 2009)은 80후를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정의하지만 자오펑(赵

丰, 2007)은 개혁개방 이후의 세대로 1978년부터 1989년 사이에 출

생한 제4대로 정의한다. 80후라는 용어와 더불어 70후라는 용어까지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80후는 주로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태어

난 사람들로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

으로 사용된다.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태어난 80후의 규모는

2.2억 명에 달한다. 80후는 1979년 개혁개방과 맞물려 시작된 한 자

녀정책(独生子女), 30년간 지속된 고속 경제성장, 인터넷 보급 등 중

국이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80후 부모세대는 ‘신중국세대’라면 80후는 ‘신중국 국가

형성’의 역사라 할 수 있다(李春玲, 2013). 80후 부모세대인 ‘신중국

세대’는 혁명세대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은 성장기 때 어려운 경제 상

황을 겪으면서 절약하며 간고하게 생활하였고 소비보다는 혁명을,

개인보다는 단체를 우선시하면서 포스트사회주의 청년세대와는 다

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80후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바로 직후에 태어

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서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다. 신중국세대로서 80후 부모세대

는 신중국에서 태어났지만 1950년대 대약진운동에 따른 자연피해로

3년간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문화대혁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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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과 농촌하방을 겪으면서 배움이 없는 중학생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으며 대학입시와 경제건설이 시작되어서야 비로소 결

혼하고 배움을 시작했다. 이들이 자식을 낳을 때쯤 인구통제정책과

산아제한정책이 실시되었다. 1990년에 하나뿐인 자식이 성장할 즈음

본격적인 시장화개혁이 시작되었고 기업은 경쟁력을 중요시하기 시

작하면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风笑天,

2004). 이런 고난을 겪은 부모세대는 80후한테 인생의 좌절을 대물

림하지 않으려고 가장 훌륭한 성장환경을 마련해주려 했고 조부모

들은 한명 뿐인 손자와 손녀에 대한 사랑은 지나칠 정도였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80후에게 물질적

인 풍요를 안겨주었고 역사 이래 그 어느 세대와도 다른 생활환경

에서 성장했다. 80후는 ‘80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부정적

인 이미지가 강한 ‘소황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왜냐하면 이들

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과연 중국을 이끌 수 있는 세대

가 될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나서는

‘방탕한 청춘, 전통에 대한 반항’의 대명사로 치부되었다(张有平· 赵

广平, 2008).

80후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동

시에 중국이 한창 발전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도 함께 겪은

세대이다. 9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은 항일전쟁에 대한 혁명

교육이나 뢰봉(雷锋)4) 봉사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1997년 홍콩

반환과 1999년 마카오 반환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발전에 대한 자긍

심을 느끼고, 미국에 의한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의 폭격사건은

이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반미정서을 갖게 하였다. 9년제 의무교

4) 뢰봉(雷锋)은 1962년, 22살 나이로 군부대에서 공무로 순직한 평범한 군인이다.
1963년 3월 5일, 마오쩌둥 주석이 뢰봉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60~80년
대 사이 뢰봉은 중국인들이 따라 배울만한 모범이 되었다. 뢰봉 정신 따라 배우
기 캠페인의 핵심은 뢰봉 정신에 있다. 뢰봉 정신은 인민을 위한 봉사정신인데
이는 공산주의 인생관이자 사회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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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그리고 1999년 이후 대학의 학생증원이 실시되면서 대학생 출신

도 늘어났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 의해 80후는 윗세대의 우려의 목소리와 다

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쓰촨성 원촨 대지진 재해

복구 과정에서 80후는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와 자원봉사자로 활약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80후가 청년기에 접어든 2000년대는 WTO 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G2로의 부상으로 이어져 중국이 강대국으로 굴기하는 시기였

다. 중국이 세계에 굴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80후의 마음속에는 대

국적 심리, 즉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국제 사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중국과 중국인은 국제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는 심리 등이 싹트게 되었고 이는 민족적 자부심으로 이어졌다(李春

玲, 2013).

80후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취업난과 주택가격의

폭등이라는 사회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

던 대학생 정원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대졸자들의 취업경쟁은 보다

치열해졌고, 2000년대 초부터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득의 상당부

분을 월세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남존여비 전통관

때문에 남녀성비 불균형, 빈부격차와 주택가격의 폭등 등을 원인으

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혹은 동거만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두 명이 자녀 양육 및 네 명의 부모

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

80후는 성장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사회변화

를 겪으면서 이전 세대가 겪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였

다. 80후는 시장경제에 완전히 노출된 세대다. 이들은 사회에서 시

장 경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이상 ‘별종’, ‘반항’의 수식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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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분투하는 청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방 노예’, ‘개미족’, ‘자식들의 노예’ 등은 80후를 지칭하

는 대명사가 되었다.

2009년 80후 출신 연구자는 베이징에서 떠돌고 있는 80후 저소득

층을 대졸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고등교육을 받

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타향에서 고군분투하는, 개미처럼 작지만

악착같이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주류 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했고 찾았더라도 수입이

낮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도시의 비싼 집세와

비싼 물가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 변두리 지역에 모여 생활

한다. 연구자는 극도로 참담한 그들의 생활 상태를 “생존보다는 낫

지만 생활보다는 못한 단계”로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라고 판단했

다. 따라서 그들을 농민, 농민공, 명예퇴직 노동자에 이어 ‘4대 약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廉思, 2009).

격변하는 중국사회에서 성장한 80후는 자아정체성과 소속감이 결

핍되어 있다. 80후는 부모세대와 달리 전통가치관에 집착하지 않으

면서도 ‘90후’와 ‘00후’ 세대들처럼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지도 않았

다. 전통과 탈전통의 결합으로 인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삶의 지침

을 잃고,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한

다. 또한 개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통일된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

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정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아정체성 결핍

이 심화되었다. 또한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취직을 하고 생활하

면서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지만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

로 ‘이방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해 삶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고 심

리적 방황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冯琼莹, 2013).

80후의 가치관을 부모세대의 것과 비교하면 부모세대는 유가의

‘자기억제(克己)’를 중심 가치로 두고 있는 반면, 80후 세대는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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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실현’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중국청

년보(中国青年报)가 베이징에 거주하는 만 명의 청년세대에게 이들

의 가치관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문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집과 차를 구입하기 위해’, ‘이상적인

생활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평등하

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 ‘나라를 더 부강

하게 만들기 위해’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80후가 물질주의적 자

아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많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을 보여준다(王立嘉, 2005).

2. 베이퍄오(北漂)의 정의 및 특성

베이퍄오는 수도 베이징 출신이 아니고 베이징 호구(户口)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

칭한다. 베이는 베이징을 의미하고 파오(漂)는 한곳에 정착하지 못

하고 유랑한다는 의미이다(陈泽, 2012; 杨金花, 黄大庆, 于海涛, 2015;

石颖芳，蒋红艳, 2017). 베이퍄오는 이미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

다. 1980년대 중후반, 중국에서 호구제도와 인구유동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적지 않은 지역출신들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

로 베이징으로 이주하였다. 그 가운데서 시인, 작가, 예술인들이 정

착하지 못하고 떠다닌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베이퍄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베이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회를

찾아 베이징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베이퍄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베이퍄오는 베이징의 유동인구(流动人口)에 속하지만 고등교

육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민공은 포함되지 않는다(杨

金花, 徐华, 黄大庆, 于海涛, 2016).

베이퍄오는 기본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에 개인의 전문기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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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중고급 인력에 속한다. 그들은 개인

이 소유한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대도시(베이징)에서 생존은 가능하

지만 대도시에 부동산 구입하고 정착하여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많

다.

베이퍄오가 출현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베

이징이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도시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취

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수입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과거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개방되었고 호구와

인구이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느슨해져 보다 쉽게 이주할 수 있

었다. 세 번째는 베이징이 개인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80~90년대의 초기 베이퍄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서 베이징에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공신화의 영향도 무시

할 수 없다(陈静, 2008).

베이퍄오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위해 성공의

꿈을 안고 대도시에 이주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의 기회를 찾고

있다. 그들은 임대비용이 싼 도시 변두리에서 생활하면서 성공을 갈

망한다. 보다 높은 사회계층에 진입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분투한다. 질식할 것 같이 빠른 생활리듬 속에서 쉬지 않고

치열하게 분투한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지런히 분투하

고 있기 때문이다(石颖芳，蒋红艳, 2017).

80후 베이퍄오의 특징은 높은 학력, 비교적 많은 전문지식과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고 직장은 안정적이고 베이징의 유동인구 가운데

서 도시생활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베이징시

시민으로 신분을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도하다. 이들

의 경제수입은 중간계층에 속하는데 이들의 근무경력과 능력에 따

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기업에서 중견역할을 한다(陈泽,

2012; 杨金花, 黄大庆, 于海涛,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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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이직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들은

회사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보다 쉽게 회사를

그만둔다. 이직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29.9%가 ‘자아실현하기 어려울

때’로 답했고 21.5%가 ‘회사경영실적이 안 좋아서’, 18.1%가 ‘하는

일이 재미없어서’로 답할 만큼 이들은 자아실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陈泽, 2012).

양진화 연구팀(杨金花, 黄大庆, 于海涛, 2015)은 80후 베이퍄오의

행복감과 도시정체성에 대해 조사에서 이들의 행복감은 농민공을

포함한 기타 이동인구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생활에 대한 만족

도는 오히려 그들보다 낮았고 도시정체성 항목에 있어서도 매우 낮

았다. 이는 호구에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모든 복

지시설 이용할 때 경험하는 불편함과 관련되어 있다.

베이퍄오에 대한 연구는 80후 세대 연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

다. 많지 않은 베이퍄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베이퍄오가 문화자

본을 가진 집단으로서 성공에 대한 야망은 매우 강렬하다. 이들은

자아실현에 충실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한

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 때문에 생존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

되었지만 베이징에 정착하기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

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이

기도 하다.

이상으로 중국사회의 압축근대화 과정에서 베이퍄오의 삶의 변화

와 80후 청년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내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도시로 이주한 베이

퍄오 청년세대들은 주어진 삶의 조건을 넘어서서 도시민으로 정착

하고자 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들 베이퍄오 청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은 무엇이고, 온갖 고단한 삶

을 넘어 이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신에 대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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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 이웃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지등의 질

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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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절 연구문제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경험했던 중국인

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포스트사회주의 청년세대 가운데서 개혁

개방 이후의 첫 세대인 80후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과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성장한 포스트사회

주의 청년세대 즉, 80후 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은 어떻게 구성되었

고, 실천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확대 재

생산되었는지를 80후 베이퍄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발전주의 욕망의 양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큐멘터리, 드라마들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에서 재현된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1]은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청년세대의 가치지향의 형성에 제도적 토대로서 영향을 미침과 동

시에 발전을 향한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국가 주도로 제작 방송하였고

사회적 관심을 야기했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물론 본 연구는 국가라는 주체가 제시하는 발전주의 욕망이 중국

인 일반의 욕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

국사회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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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이 중국인 개별주

체들의 삶의 실천과 상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문제 2] 미디어에서 재현된 80후 베이퍄오 청년의 발전주의

욕망은 도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가?

[연구문제 2]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포스트사회주의 청년세대

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의 삶에 나타난 욕망의 지도를 그려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는 공간을 통해서 조직되고 작동하는 것으로서

공간은 지리적이면서 사회적이다.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탄생된 도

시, 특히 거대도시는 바로 현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

른 경제사회문제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를 넘어 도시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소비생활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과 청

년세대의 현실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도시 생활에 대한 중국 청년

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청년세대가 살

고 있는 생활공간과 도시공간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간에 투사된 청

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의 지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미디어에서 재현된 80후 베이퍄오 청년세대의 발전

주의 욕망과 그에 따른 실천행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중국 청년들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연구문제 3-2] 중국 청년들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

는가?

[연구문제 3-3] 중국 청년들은 자신의 욕망추구 행위를 어떻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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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하는가?

[연구문제 3]은 미디어에서 재현된 중국의 청년세대들의 발전주의

욕망과 그 욕망을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80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청년세대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무엇을 욕망하

고, 욕망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며, 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욕망추구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욕망하는가(연구문제 3-1)? 또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한경쟁에 뛰어들

고 사회적으로 ‘성공적 삶’으로 인정받는 과업들을 성취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연구문제 3-2)?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 추구 행위와 선택들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연구문제 3-3)?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하위 질문을 통해 중국 청년세대들 속에서 발전

주의 욕망이 강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절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1. 미디어 재현

본 연구는 중국의 발전주의 욕망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중국의

방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미디어 재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재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미디어가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반영론적 입장이

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한다는 구성론적 입장

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구성론적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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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Hall, 1997)은 재현을 특정 문화 구성원들이 언어를 통해 대상,

사람, 현상 간에 의미를 생산하고 교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유된 문화적 코드들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

한데, 이때 그 공유된 문화적 코드들이 곧 재현체계이다.

현실세계는 재현체계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다. 홀(Hall, 1997)은 의미의 생산과 교류는 재현체계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객관적 실재세계와 재현을 통해 구성된 상

징세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현은 실재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현체계를 통해 구성된 의미가 객관적으

로 현실을 반영했는가보다 재현체계가 어떻게 현실을 규정하고 있

는가에 있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재현체계에 귀속되기 시작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다양한 재현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인

식, 편견, 욕망 등이 생성된다. 재현 체계에는 특정 이데올로기들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평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모든 것

은 재현체계를 통해 만들어진 특정 이데올로기와 권력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데올로기는 문화 속에 내재한 일종의 신념체계이다. 미디어는

이데올로기 재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

는 이미지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

니라, 수용자들에게 특정 관점을 가지게 하거나 특정한 가치관을 가

지도록 유도한다(Sturken & Cartwright, 2001/2006).

텔레비전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실재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자연

화하고 있다(Fiske, 1990/2001). 즉 텔레비전이 실재세계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시켜주며, 그 형상을 실재세계와 일치한 것

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 52 -

이 과정에서 텔레비전은 선택적으로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의미를 선별적으로 분류하고 구성하여 제한된 상징을 제공한

다.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택적으로 재현된 메시지들은

상식적 범주 내에 놓인다. 따라서 미디어가 재현한 사회적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반영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구성물이

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문화형식으로서의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상징적인 사회현실을 구성한다.

사회구성원은 구성된 상징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고 특정한

방향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된 사회

는 현실사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회구성원의 인식세계 구성에 영

향을 미치는 상징체계이고,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실천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이

재현한 삶의 모습에 대한 분석을 재현의 정치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한다. 방송프로그램이 재현한 이미지는 진실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된 실제로서 사회의 이미지가 우리 자신과 사회를

구성하는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분석한다(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2008).

따라서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들

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 욕망과 행위들을 구성하는 상징체계를 살

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들의 발전주의 욕망을 구성하

는 상징체계로서 방송 프로그램은 분석할 가치가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청년시청자들과 평론계의 주목을 받았던 다

큐멘터리와 드라마로 구성되었다. 다큐멘터리는 중국정부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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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영방송사 CCTV방송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 <부흥의 길(复兴之路)>, <휘황중국(辉煌中

国)> 3편이다. 드라마는 민간제작사에서 제작하고 성급위성채널에서

방송되었던 80후 청년세대의 삶을 재현한 대표적인 청춘분투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

<달팽이 집(蜗居)>, <분투(奋斗)>, <나혼시대(裸婚时代)> 5편을 선

정하였다.

다큐멘터리 본방시간 감독 분량

대국굴기
(大国崛起)

2006
저우옌
(周艳)

45분/회, 12회

부흥의 길
(复兴之路)

2007
저우옌
(周艳)

45분/회, 6회

휘황중국
(辉煌中国)

2017
판민
(潘敏)

50분/회, 6회

<표 1> 분석대상 다큐멘터리 목차

드라마 본방시간 감독 분량

분투
(奋斗)

2007
자오바오깡
(赵宝刚)

47분/회, 32회

달팽이 집
(蜗居)

2009
텅화타오
(滕华涛)

45분/회, 33회

나혼시대
(裸婚时代)

2011
텅화타오
(滕华涛)

42분/회, 30회

베이징사랑이야기
(北京爱情故事)

2012
천스청
(陈思成)

41분/회, 39회

개미족의 분투
(蚁族的奋斗)

2012
다이빙
(戴冰)

45분/회, 33회

<표 2> 분석대상 드라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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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콘텐츠들은 줄거리가 성장과 발전 서사로 구성되어 있어

서 기타 방송콘텐츠들보다 발전주의 욕망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

나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콘텐츠들은 많

은 사람들이 시청하여 흥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혹은 개

인의 성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성공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논의의 주요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국가

발전 관련 다큐멘터리와 청년들의 분투와 성장을 다룬 드라마 영역

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콘텐츠로 평가 받고 있다. 연구대상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소개는 아래와 같다.

1) 분석대상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는 한 사회공동체가 과거를 기념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의미와 지향성을 부여하게 된다(이종수, 2000).

역사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이

야기’로 구성하여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

기 때문에 서사와 역사적 사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일 뿐이

다.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심층구

조가 하나의 틀로서 관여한다(Hall, 1982). 따라서 역사 다큐멘터리

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심층구조로서

의 욕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근현대 발전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과 최근의 발전성과를 다룬

<휘황중국(辉煌中国)>, 그리고 세계를 호령했던 서양의 패권 국가

들의 흥성과 쇠락을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국과 타국의 발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

다. 즉 국가발전사 관련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이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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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와 사회적 수준의 발전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

성원들이 집단적 수준에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 흐름도 읽

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들은 중국공산당과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지만 2000

년대 이후, 중국인들 특히 청년세대들 사이에서 흥행했고 사회적 화

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이 공유하

는 발전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3편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서사분석에 기초해서 지난 20여 년

간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수준에서의 발전주의 욕망의 흐름을

읽어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기본 요소인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발전서사에 내재한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을 분석

하였다. 발전국가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전체적이고 집

단의 이익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수성과 자

유보다는 집단적 보편성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다큐멘터리의 발전

서사에서 가치의 이항대립을 국가와 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3편의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다.

(1)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구성과 줄거리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는 2003년 11월 중국공산당 중

앙정치국에서 진행되었던 9차례의 학습내용을 중공중앙선전부와

CCTV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2006년 11월 13일, CCTV-2(경

제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송하였고 그 뒤를 이어 한국교육방송 EBS1

에서 더빙 방송하였고 CCTV-1, 대만케이블방송, 홍콩TVB 등 채널

들에서도 방송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평가사이트 더우반(豆瓣)의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전에 8.7점으로 긍정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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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았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중국 다큐멘터리 가운데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선 첫 번째 대표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이 다큐멘터리

가 중국에서 처음 방송되고 나서 제작방송사였던 CCTV는 중국민주

법제 출판사와 합작하여 8권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였다.

회차 제목

1회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양의 시대를 열다

2회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

3회 영국, 현대화의 선봉에 서다 1

4회 영국, 세계 최초의 공업화 대국 2

5회 프랑스, 혼돈 속에서 일어서다

6회 독일, 유럽제국을 이루다

7회 일본, 아시아 강국으로 향한 백년간의 유신

8회 러시아, 강대국을 향한 피의 항해 1

9회 소련, 풍운 속의 새로운 길 2

10회 미국,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꿈 1

11회 미국, 세계 제1강국을 이룬 새로운 도전 2

12회 21세기 대국의 길

<표 3>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구성과 제목 

주요내용은 15세기 이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9개의 주요 대국

의 흥망성쇠 역사에 대한 분석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스페인·포르투

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 등 각 국가의 전성

기와 그 발전 과정을 다뤘다. 또한 각 국이 1편씩 다뤄졌으나, 스페

인·포르투갈은 함께 1부로 방송되었고, 영국·러시아·미국은 2부로 나

뉘어 방송됐으며, 마지막에 결론(大道行思)을 넣어서 매회 45분씩

12부작으로 구성되었다. 다큐멘터리는 15세기 이후 서양 국가들이

어떻게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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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령하는 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다루었으며, 중국이 과거 대국들의

흥망성쇠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였

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발전을 도모

했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국을 향한 꿈을 전면에 내세웠던 상징적

인 콘텐츠이다. 국가 지도자 그룹이 각 대국의 역사전문가들의 강의

를 듣고 집단으로 모여 학습했던 국가발전 관련 자료를 다큐멘터리

로 제작하여 국영방송 CCTV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으며, 중국 다큐

멘터리 역사에서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만큼 대

표적이라 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이다.

(2) 부흥의 길(复兴之路)의 구성과 줄거리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은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맞이하여 중국근대사의 시작인 아편전쟁부터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까지 이어지는 중국 발전의 근현대사 서술을

주요 내용으로 중공중앙선전부와 CCTV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중

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는 후진타오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이 집권 2기를 맞이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회의로 이 시기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은 역사 서술을 통해 국

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국

가의 발전에 대한 시선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회당 50분씩 6부작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10월, CCTV1채널에서 처음 방송되었고 2007년 12월 홍콩

TVB채널에서 방송되었으며, 2008년 1월에는 한국 EBS채널에서도

방송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평가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7.1점이었다. 2009년에 해당

다큐멘터리는 3200명의 출연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대형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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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되어 오페라 <동방홍(东方红)>, <중국혁명의 노래(中国革命

之歌)>에 이어 중국무대예술사에서 세 번째로 중대한 정치적, 문화

적 의미를 지닌 초대형 오페라로 자리 잡았다.

회차 제목

1회 근대화를 향한 움직임 1840-1911

2회 역경 속에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 1912-1949

3회 중국,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다 1949-1976

4회 개혁과 개방의 시작 1976-1992

5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1992-2002

6회 과거를 통해 부흥을 도모하다 2002~2007

<표 4> 부흥의 길(复兴之路)의 구성과 제목

2007년 중공중앙선전부는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의

방송과 더불어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전시관을 설치하기도 하

였다. 2011년 중국국가박물관이 보수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때 상시

전시관으로 개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는 중국이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발전의 기로에서 흥망의 역사를 바라보는 과정을 서구 패권 국가들

이 타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면, 다큐멘터리 <부흥

의 길(复兴之路)>은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민족부흥의 꿈을 실현하

기 위해 겪은 굴욕과 분투 그리고 현재까지 이룬 중국 근현대의 발

전사를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 그 역사와 발전에 대해 바라보는 시

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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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휘황중국(辉煌中国)의 구성과 줄거리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中国)>는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맞이하면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5년 동안의 성과를 전시하는 다큐멘

터리이다. 즉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제작 방송

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년 동안 이룬 경제건설,

사회발전 등 성과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중공중앙선전부와 CCTV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회당 50분씩 총 6부작으로 제작되었다. 1회는

기초시설 건설, 2회는 기술혁신. 3회는 조화로운 발전, 4회는 녹화건

설, 5회는 샤오캉사회 건설, 6회는 중국의 대외개방으로 구성되었다.

다큐멘터리는 2017년 9월, CCTV-1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송되었고

그 뒤로 CCTV-2, CCTV-4 그리고 각 지역방송 채널에서 재방송되

었으며 2018년 1월 홍콩TVB채널에서도 방송되었다. 중국의 대표적

인 평가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8.2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CCTV와 중국영화

공사는 합작하여 이 다큐멘터리를 87분 분량의 영화 <대단하다, 나

의 조국(厉害了，我的国)>으로 편집하여 2018년 3월 2일 첫 상영을

하였다. 2018년 3월 26일, 개봉한지 25일 만에 4억 위안의 수익을

돌파하였으며5),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

다. 중국의 대표적인 영상물 공유사이트 유쿠(Youku)에서 이 다큐

멘터리의 전체 조회 수는 883만에 달하고 평점은 8.9점이다.

5) 2018-03-26.《厉害了，我的国》上映25天，票房突破4亿
http://news.cyol.com/yuanchuang/2018-03/26/content_170521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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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1회 꿈을 이룬 건설

2회 혁신활력

3회 조화발전

4회 녹화고향

5회 소강사회 공유

6회 개방중국

<표 5> 휘황중국(辉煌中国)의 구성과 제목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2차 집권과 연계된 시점에

제작하고 배포한 방송콘텐츠임으로 1차 집권기 동안의 성과를 전시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국민의 지지

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발전에 대한 욕망을 살펴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하겠

다.

2) 분석대상 드라마

(1) 분투(奋斗)의 줄거리

이 드라마는 베이징 신바오웬 프로덕션(北京鑫宝源影视投资有限公

司)에서 투자 제작하였고 중국의 유명 드라마 감독 자오바오깡(赵宝

刚)의 2006년도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2007년 5월에 상하이방송

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송되어 방송시장에서,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흥행한 청춘분투 드라마이다. 중국에서 오래된 대표적 영

상물 공유사이트 유쿠(Youku)에서 이 드라마의 전체 조회 수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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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회에 달하고 평점은 7.6점이다. 이 드라마는 청년들 사이에서 수

입드라마가 유행하던 시기에 청년들의 도시의 삶을 주제로 성공한

대표적인 국내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성공을 계기로 청춘분투 드

라마들이 대량으로 제작되어 방송시장에서 청춘분투 드라마의 붐을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의 청춘분투 드라마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

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 특히 80후의 성장과

고뇌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드라마 작품

이다.

이 드라마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분발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주인

공 루타오에게는 건축설계원에서 착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의

붓아버지와 부동산 재벌인 친아버지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 서로 다

른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루타오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위대한 건축가의 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갈등에 놓인다. 루타오는 두 명

의 애인이 있고 이에 따라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명은

현재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 친구 샤린(夏琳)이고, 다른 한명은 전

여자친구이면서 부동산 재벌로 주인공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미라이(米莱)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지키려하지만 매번 꿈과 대치되는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을 직면하

게 된다. 꿈을 지킬 것인가 사회적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성공만을

추구할 것인가 성공보다 사랑을 추구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갈림

길에서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은 개인의 성장과 그들의 삶을 영위하

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좌절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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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팽이 집(蜗居)의 줄거리

이 드라마는 상하이 미디어 그룹 산하 프로덕션인 상하이 드라마

미디어 회사(上海文广新闻传媒集团上海电视传媒公司), 베이징진둔

프로덕션(北京金盾盛业影视文化公司), 화이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투자회사(华谊兄弟娱乐投资有限公司)와 지린방송국(吉林电视台)이

공동으로 제작한 청춘분투 드라마이다. 2009년 7월 상하이방송채널

에서 첫 방송을 하였는데 방송 4일 만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중

국에서 오래된 대표적인 영상물 공유사이트 유쿠(Youku)에서 이 드

라마의 전체 조회 수는 6억 2천만 회를 돌파하였고 평점은 8점이

다. 핵심 의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도시의 집 장만 문제, 불륜,

부패 등 부조리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드라마는

지역출신들이 대도시에 집을 장만하고 정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재현해 내어 도시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대도시 생활

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정과 좌절,

그리고 상처들을 보여주었다. 대도시의 삶에 대한 중국사회의 열망

과 (대)도시에 집 소유에 대한 중국사회의 욕망과 관련하여 해당 드

라마는 이 이슈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

는 데 있어 이 드라마는 빠질 수 없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상하이 집값이 한창 급등하는 시기에 대도시에서 고

등교육을 받은 하이핑(海萍)과 하이자오(海藻) 자매가 대도시에서의

정착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을 주요한 줄

거리로 다루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도전하

려는 언니 하이핑(海萍)은 열심히 공부하여 대도시-상하이시에서 최

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 한다. 주택 구입 선불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대

도시 생활의 꿈을 실현하고, 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집을 장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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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동생 하이자오(海藻)는 유일한 자

매인 언니를 돕는 과정에서 연인 샤오베이를 배신하고, 이들의 대도

시 정착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고위관료 숭스밍(宋思明)과 불륜을

저지른다. 자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던 언니 하

이핑은 대도시에 집을 마련하고, 가족의 대도시 정착에 성공했을 뿐

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학원까지 설립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

지만 현실의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동생 하이자오는 사랑

하는 사람들도 잃게 되고 아이 유산,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는 비극

을 맞이한다. 드라마는 청년세대의 욕망과 대도시에서의 정착과 생

존을 위한 분투를 재현하였고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

면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시장과 평론계에서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았다.

(3) 나혼시대(裸婚时代)의 줄거리

드라마는 베이징광차이스지원화회사(北京光彩世纪文化艺术有限公

司)에서 제작 발행한 텅화타오(滕华涛) 감독의 2011년 작품이다. 드

라마는 2011년 6월 쟝수위성 채널에서 프라임시간대에 방송하였는

데 첫 회 방송 시청률이 0.98%로 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차지하

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청년세대 나혼족(裸婚族)6)에 대한 토론을 불

러 일으켰다7). 영상물 공유사이트 유쿠(Youku)에서 이 드라마의 전

체 조회 수는 7억 5천만 회를 돌파하였고 평점은 7.9점이다.

드라마의 남여주인공 퉁쟈첸(童佳倩)과 류이양(刘易阳)은 연애 10

년차에 접어든 연인이다. 그러나 결혼에 임박하여 자신들이 주택,

6) 나혼족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결혼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결혼식, 드레스, 반
지, 신혼여행, 집, 자가용 등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최근 중국의 청년세대를 이르는 유행어임.

7) 《裸婚时代》开播即成收视冠军 话题十足引争议
http://ent.qq.com/a/20110623/0001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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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예금, 다이아몬드 반지가 준비되지 않은 나혼족(裸婚族)임을

알게 된다. 이들은 사랑의 감정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결혼에 올인 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이들은 윗세대와의

가치 충돌과 현실적인 경제 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

족 3대가 함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갖은 마찰을 빚는다. 시댁

에서는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강조했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추구하였지만 청년세대의 부부는 평등과 자유로운 소비생활을 추구

하였다. 가족의 불화 때문에 부부도 서서히 상대를 용납하기 어려워

하면서 끝내 이별하게 된다. 이혼하고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

작하였고 냉정을 찾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서로 포용하고 배려하면

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두 사람은 성숙했

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한다. 이 드라마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질적인 부를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노력

으로 당당하게 잘 살아보려는 청년세대의 성장 욕망과 부조리한 사

회적 환경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서 잘 살아보려는 욕망과 욕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사이에서 부

유하는 청년세대의 우울한 삶을 재현하였다.

(4)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줄거리

이 드라마는 2012년 신리미디어회사(新丽传媒股份有限公司)와

Letv가 투자하여 제작한 청춘분투 드라마이다. 2012년 1월, 저쟝위

성 채널에서 첫 방송을 하였다. 같은 시기 Letv에서도 온라인 서비

스를 시작했는데 2012년 2월 9일 기준으로 클릭수가 10억 회를 돌

파하였고 “생활은 즐거움을 기준으로 하고, 사랑은 호혜성을 원칙으

로 한다.”는 대사가 청년세대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다8). 영상물

8) 《北京爱情故事》网络点击破十亿 北爱体流行
http://ent.qq.com/a/20120210/0002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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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 유쿠(Youku)에서 이 드라마의 전체 조회 수는 5억 2천

만 회를 돌파하였고 평점은 7.5점이다.

드라마는 80후 청년세대의 분투를 다루면서 현 시대 청년들의 가

치관, 애정관, 세계관을 반영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의형제 같은 대

학동기인 청펑(程锋), 우디(吴狄), 스샤오멍(石小猛)이 자신이 추구하

는 가치를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청펑(程锋)은 부

잣집 아들로서 아쉬운 것도 없고 진지하게 이성을 사랑한 적도 없

었고 대그룹 회장인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관계를 맺고 있다.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친구뿐인데 스샤오멍의 여자친구 선빙

이 나타나면서 진지한 사랑에 빠졌고 스샤오멍과 관계가 뒤틀리게

되었다. 우디(吴狄)는 개인의 출세보다는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약자

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인

물이다. 시골출신인 스샤오멍(石小猛)은 출세를 위해 어렵게 공부하

여 베이징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대도시에 집안배경이 부

재하고 능력 하나로 출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도시에 정

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베이표(北漂)"의 대표적 인물이다. 스샤

오멍은 여자친구 선빙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로 행복을 가져

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생존을 위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한다. 스샤오멍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인물로 자신의 출세를 위

해 모든 것을 도구로 활용한다. 심지어 재벌2세 친구인 청펑(程锋)

에게 자기의 여자 친구를 내주면서까지 성공에 집착한다. 성공을 향

한 분투의 길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스샤오멍은 결국 실패하고 사랑

하는 연인이었던 선빙까지 파괴한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수

하러 법원에 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드라마는 성공, 물질, 권력

에 대한 욕망과 진지한 사랑, 따뜻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년세대의 삶을 재현하였다. 특히 "베이표(北漂)"의 대표적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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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성공 출세를 위해 질주했지만 모든 것을 일어버린 스샤

오멍(石小猛)은 시청자들의 사이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5)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줄거리

드라마는 2010년도 인룬미디어회사(银润传媒)에 의해 제작되어

2012년 안후이위성 채널에서 첫 방송을 하였다. 이 드라마는 위에서

소개했던 드라마와는 달리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되지도 않았고 배

경도 화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제작되었다. 기타 드라

마들처럼 사회적 이슈도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청년들의 분투를 다

룬 드라마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을 만큼 청년세대의 삶의 현장을

잘 그려냈다. 다른 드라마들과는 달리 특히 베이징에서 표류하고 있

는 베이퍄오 청년세대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드라마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영상물 공유사이트 유쿠(Youku)에서 이 드라마의

전체 조회 수는 4억 3천만 회를 돌파하였고 평점은 7.4점이다.

이 드라마는 대도시 베이징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역출신 80후

청년세대 개미족들이 대도시에 정착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오룽성(赵荣生)과 후이판(虎一帆)은 동북지역 출신

의 의형제이다. 자오룽성의 아버지와 후이판의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고 후이판은 어머니를 따라 재혼가정에서 생활했

고 성씨도 양부인 자오룽성의 아버지 성씨로 바꿨다. 자오룽성은 홀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고, 아버지에 대해 배신감과 원망이 짙은 홀어

머니 손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졸업 후, 두 청년은 대도시에 살아남

기 위해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낙후된 동네(城中村)의 쪽방에서 셋

방살이를 한다. 농촌 출신인 다바오(大宝)도 우연한 기회에 두 형제

와 함께 셋방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드라마는 자오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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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판을 중심으로 자오룽성의 여자친구 숭추추(宋楚楚), 후이판의

여자친구 장샤오옌(张晓燕) 그리고 다바오(大宝) 등 지역에서 대도

시 수도로 상경한 청년세대의 생존기를 그려냈다. 개인의 성공출세

를 욕망했던 자오룽성은 불법보험처리 사기혐의로 감옥에 갈 뻔했

고, 후이판은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기 위해 고객한테 사기행각을 하

여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된다. 장샤오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회사 사장과 불륜관계를 맺지만 사모님에게 곧바로 발각되어

폭행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다. 드라마 결말에서 자오룽성,

후이판 두 형제는 사랑, 이상, 성공 모두 포기할 수 없을 알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다. 천사같이 순수한 인물 숭추추(宋楚楚)는

백혈병으로 비극을 맞는 것으로 각색되면서 네티즌들의 강렬한 불

만을 자아냈고 후속편 제작을 요구할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

다. 이 드라마는 지역출신 청년세대 베이퍄오들이 대도시에 정착하

고 출세하고자 하는 개인 욕망의 실현을 위해 부조리한 사회와 타

협하면서 분투하지만 좌절하는 이야기로 대도시에 정착하기 위해

분투하는 청년세대 베이퍄오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중국의 발전주의 욕망이 잘 들어나는 발전, 성장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에 대한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연구문제 1]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미디어에서 재현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

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세 편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대한 서사분석

(narrative analysis) 방법을 수행한다.

방송프로그램 가운데서 국가행위자가 세계 선진국의 발전사와 중

국이 지나온 역사와 관련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 <대국굴기(大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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崛起)>, <부흥의 길(复兴之路)>, <휘황중국(辉煌中国)>을 통해 국

가차원에서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

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는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 선진국의

발전사에 관한 내용이고, <부흥의 길(复兴之路)>은 중국의 발전 과

정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제작되었으며 <휘황중국(辉煌中国)>는 시

진핑 주석의 첫 집권 5년 동안의 성과를 전시하는 내용이다. 이 다

큐멘터리를 통해 국가행위자가 대국굴기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실천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한 베이퍄오 청

년들의 삶의 욕망이 도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고 실천되는가

를 분석하기 위해 청춘분투 드라마를 선택하였다. 도시에서 살아가

는 청년세대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청춘분투 드라

마 <분투(奋斗)>, <달팽이 집(蜗居)>, <나혼시대(裸婚时代)>, <베

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에서

재현된 공간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도시공간에 투사된 청년세대

의 발전주의 욕망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80후 청년

세대의 삶의 실천을 충실하게 재현해 온 가장 대표적인 ‘청년분투

드라마’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 및 담론분석을 채용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의 삶의 양상들, 주요 캐릭터의 특

징, 그들의 희망과 고뇌, 분투의 양상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를 분

석한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의 차이를 분석하며 캐릭터의 사

회지위, 즉 가정배경과 직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분석틀에 기초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물의

희망과 고뇌, 즉 분투의 양상을 분석할 때는 취업, 결혼, 직장, 자아

실현,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분투 하는가, 분투하

는 과정 중에 어떤 좌절을 당하는가를 드라마 이야기를 통해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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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분석을 진행한다. 이어서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들의 가치지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우선, 드라마 안에서 가치관에 대해 어떤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드라마 속 대화나 표현을 통해 가치관

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가족관계에서 가치관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

는지, 인물간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 사회 소속감이나 사회 존중 가

치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청년세대들은 실제로 발전주의 욕망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속에서 특히

욕망을 모방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한 경쟁과 성

취는 어떻게 가능해지며, 그들이 본래 추구하는 가치와 모방된 욕망

사이에서 모순과 좌절을 경험하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개인적 수준에서 80후 청년세대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

고 어떻게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 욕망추구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

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욕망실천행위 메커니즘을 살펴보려 한다.

목표로서 부러움을 사는 선망의 대상, 욕망추구과정으로서 경쟁, 욕

망추구행위를 지속시키는 정당화는 개인차원에서 욕망추구를 끊임

없이 확대재생산 하는 기제가 된다.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에

따르면 주체가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욕망을 모방하

는 것으로 대상을 욕망한다. 따라서 대상을 욕망하는 것은 낭만적

거짓이고 모델의 욕망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대상

이 아닌 주체가 모방하려는 모델과 그 모델의 욕망을 찾아 분석하

는 것이 비로소 청년들이 욕망하는 삶이다. 그 욕망하는 대상을 위

해 경쟁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무엇을 위한 경쟁

인지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욕망추구 행위를 정당

화하기 위해 무엇으로 위장하는지를 분석하여 욕망의 정당화 논리

를 살펴보려 한다.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80후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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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투를 묘사한 청춘분투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 <달팽이 집(蜗居)>, <분투(奋

斗)>, <나혼시대(裸婚时代)>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4. 분석틀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을 활용하

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내면적 매개와 외면적 매개로 구성되는데

오른쪽 삼각형 모형은 주체와 모델 사이의 정신적 거리가 상대적으

로 가까운 내면적 매개구조이고 왼쪽 삼각형 모형은 주체와 모델

사이 정신적 거리 상대적으로 먼 외면적 매개 구조이다.

<그림 1> 분석틀

오른쪽 삼각형 모형인 내면적 매개구조에서 주체는 모델이 자기보

다 우위에 위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는 그 위치적 격

차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인식하면서 모델을 모

방하면서도 모델과 경쟁 관계를 맺게 된다. 주체의 욕망 대상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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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지정된 것이 아닌 모델의 욕망을 모방함

으로써 모델이 욕망하는 대상을 자신의 욕망 대상으로 빌려온다. 따

라서 모델이 욕망 대상을 바꾸면 주체도 모델을 모방하면서 욕망대

상을 쉽게 바꾸게 된다. 이때 욕망의 대상은 쉽게 확인 가능하고 비

교 용이한 물질과 권력 같은 것들로 물질주의적인 가치들과 연계되

어 있다. 모방에 의해서 주체와 모델이 모두 같은 대상을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방해자 역할을

한다. 빈곤한 사회에서는 물질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존안전을 위해

서 욕망대상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만 풍요

로운 사회에서는 경쟁의 주안점이 주체와 모델이 서로의 우위를 점

하기 위한 경쟁의 성격, 즉 과시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대상은 중요

하지도 않고 또 쉽게 소실되기도 한다. 감정적 차원에서 주체는 상

대적으로 자기보다 우위에 위치한 모델을 존경함과 동시에 스스로

를 경멸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주체가 모델과 자신을 끊임없

이 비교하고, 모델에 대해 더 많이 존경할수록 주체의 열등감은 높

아진다. 모델은 주체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

월감을 지키기 위해 주체와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주

체는 모델에 대해 존경과 증오라는 이중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

고 욕망의 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모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실패하면서 무력감이 남게 되는데 이때

이 감정을 선망이라 한다. 주체가 선택하는 모델은 항상 선망의 감

정을 반복하게 하는 선망하는 모델이다. 모델은 주체에 대해서 주체

가 인식하는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하면서도 상대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주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활용하고

있다. 내면적 매개구조에서는 주체가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델을 드러내지 않지만 주체가 욕망

의 대상에 대한 발화 내용을 통해서 모델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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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숨겨진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가 추구하는 욕망

의 대상은 모델이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왼쪽 삼각형 모형인 외면적 매개구조에서는 주체 스스로가 모델이

이미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체는

모델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지만 경쟁관계는 형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모델은 존경만 가능한 숭배의 대상이다. 지라르(1961/2001)는

외면적 매개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독교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모

방하는 사례를 들었다. 즉 외면적 매개구조에서 욕망의 대상은 물질

을 벗어나 생존을 초월한 탈 물질적인 삶의 가치들이다. 전근대 시

대에는 종교 신앙이었다면, 포스트근대에 와서는 종교 신앙 외에도

잉글하트(Inglehart, 2005/2011)가 말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로서의 자

기표현을 중심에 둔 다양한 사회 참여적 가치들이 그 대상이다. 따

라서 대상은 쉽게 바뀔 수도 없고 모방과정에서 소실되지도 않으며

내면적 매개구조처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황도 발생하지 않

는다. 만약 대상이 쉽게 바뀐다면 그것은 외면적 매개가 아닌 내면

적 매개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탈 물질주의 가치들은 비판적인 성

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비판적으로 모방하는데 기준점을 제

시하기도 하고 주체 스스로의 자기성찰 개연성도 열어준다. 이때 대

상인 탈 물질적인 가치가 모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보다

오히려 모델이 보다 용이하게 교체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의 모델

에 대한 감정은 존경심으로 남게 된다. 주체가 모델에 대해 존경심

대신 회의감이 들면 모델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

그렇다면 주체에게 있어서 모델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주체는 항

상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모델로 선택한다. 모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모델이 실제로 주체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모델을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데 있다. 즉 형이상학적인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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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주체가 인식하는 모델의 우월성은 주체 혼자만의 인식이 아

니라 주체가 몸담고 있는 사회계층 혹은 그 사회전체에 공유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이다. 따라서 욕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미디어에 의해서 생산되고 유포되기도 하

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실천과정을 통해 이미 내재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욕망을 분석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향

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분석틀은 주체가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과의 관계 설

정과 더불어 두 가지 모방욕망 매개구조인 내면적 매개와 외면적

매개로 분류된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분

석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과 80후 청년세대의 발전주

의 욕망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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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욕망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은 현대화 건설로 전통적인 농업국

가에서 현대적인 공업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장쩌민 전 주

석 집권기까지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도광양회(韬光养晦)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을 성취하는 유소작위(有所作为) 외교노선을 취

했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후

진타오 전 주석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다큐멘터리 <대

국굴기(大国崛起)>가 방송되면서 대국을 향한 욕망을 전면에 배치

하고 민족부흥을 당과 국가의 역사적 임무로 내세웠다. 본 연구에서

는 미디어에 재현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주의적 욕망을 살펴보

기 위해 근대 이래의 강대국 발전사와 중국의 발전사를 소개한 역

사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2006), <부흥의 길(复兴之

路)>(2007), <휘황중국(辉煌中国)>(2017) 3편에 대한 서사분석을 하

였다.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중국공산당 선전부와 국영방송 CCTV

가 공동으로 제작 하였고, 청년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사회적 화제가

모아졌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국민(특히 청년세대)들이 공유

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을 살펴보았다.

1절 현대화와 굴기의 꿈

근대화과정에서 외세의 침략과 내부 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중국

은 개혁개방이후 이루어낸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부국강병

을 실현하고 강대국을 향한 욕망을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1

월 13일 CCTV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

起)>는 본격적으로 중화민족 부흥의 욕망을 국내외에 보여주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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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개혁개방을 기획하고 실천했던 덩샤오핑(邓小平)과 그 뒤를 이은

장쩌민(江泽民) 전 주석은 국제사회에서 자기 역할은 하되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

장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광양회(韬光养晦)와 유소작위(有所作为) 외교노선을 지켜왔

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의 집권시기부터 지속가능한 발

전으로서의 과학발전관을 지향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평화굴기로

서의 대국굴기, 민족부흥의 욕망을 외부에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제작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나 2007

년에 제작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보여주었듯 새로운 대국이 굴기

하면서 국제질서의 균형이 파괴되고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평화적 굴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이

대국으로 굴기는 하지만, 역사적 교훈을 참고삼아 조화세계로서의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유지하겠다는데 방점을 둔다. 이는 국제사회에

서 중국의 굴기에 대해 만연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항담론

이다.

2017년에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中国)>은 최근 중

국의 발전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그들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과시하

였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뒤를 이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몽

개념에는 대국굴기와 민족부흥의 의미가 모두 수렴되어 있다. 2012

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며 근

대 이래로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의 실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리고 중국몽의 핵심목표를 두 개의 100년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2021년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과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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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을 표방하였다. 이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과, 사회주의 이

론 체계를 견지하여 민족정신을 발휘하고, 중국의 역량을 응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지도자에 따라 도광양회, 유소작위, 평화굴기, 중국몽 등 다

양한 개념과 정치적 구호들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정책들이 실천되

었는데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욕망

이 자리하고 있다.

2절 다큐멘터리에 재현된 국가의 발전

1. 강한 국가를 향한 열망

어느 국가든 대내외적으로 강한 국가가 되기를 욕망한다. 특히 발

전 국가들은 강한 국가를 향한 욕망이 보다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는 강대국으로, 대내적으

로는 시장과 사회로부터 보다 자율성을 확보한 강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분석했던 다큐멘터리에서도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으로 발

전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통솔하려는 중국의 욕망이 재현되어 있었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 국가들의 발전사 서술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1. 시초에 국가는 불리한 국면에 직

면해 있다. 면적이 작거나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외적인 갈등과 전란

때문에 혼란스럽고, 외세의 침략을 받을 만큼 낙후한 국가였다. 그

러나 2.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립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신항로 개

척 그리고 의회제도와 같은 제도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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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안정된 국내외환경을 마련한다. 3.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부국

강병을 실현하여 패권국으로 전성기를 구가한다. 4. 그러나 포르투

갈과 스페인처럼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국내 산업은 위

축되어 추락한다. 또는 영국과 같이 폭발적으로 팽창된 해외 식민지

를 감당하지 못해 혹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전쟁 때문에 쇠락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발전의 서사를 보면 마치 서양의 국가발전이 단일

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닫힌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유럽의 역사전개에서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이탈리아, 이후 포

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18세기 이후 유럽의 강국으로 등장

했던 프랑스와 독일 등은 각기 전제군주정과 부르주아 계급의 다양

한 형태의 성장을 통해 근대국민국가로 변모해왔다. 그런데 다큐멘

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는 마치 유럽의 역사가 단일한 길을 걸

었던 것처럼, 왕정이 주도하는 현대화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른 것

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큐멘터리는 근대 이후 9개의 역사적 강대국의 발전사를 전쟁/침

략, 무역/교류, 개혁/혁신, 개척/건설, 통일/중앙집권과 관련된 에피

소드로 구성하였다. 이들 가운데서 국가발전을 서술함에 있어서 통

일/중앙집권과 개혁/혁신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었다. 통일과 중앙

집권에 대한 강조는 국가가 통일을 통해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설했

고, 대내외적으로는 안정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국내

외 정세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개혁/혁신 일화에서는 각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대화를 추동했던 제도혁신과 과학기술영역에서 이루어냈던 기술

혁신이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즉 국가의 발전은 제도혁신과 기술

혁신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발전하려면 반드시 혁신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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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의 10, 11회에서는 현재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의 발전사를 다루었다.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

국의 발전사 서술도 국가가 외부로부터 억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

작한다. 즉 미국의 발전사를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탈피로 시

작하여 서술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벗

어나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거쳐 국가

분열의 위기에서 벗어나 통일된 민족국가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에서는 미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통일국가의 의미를 강

조했다.

제임스 맥퍼슨(프린스턴대학 역사학과 교수): 남북전쟁 이후 미국

은 진정한 통일국가로,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만약 미국이 두

개 혹은 더 많은 나라로 분열되었다면, 혹은 남부군이 전쟁에서 승

리했다면, 강대국이 못 되었을 겁니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 10회에 해당하는 미국편

첫 회의 분량은 45분인데 그 가운데서 독립부터 통일에 이르는 역

사 서술이 33분을 차지한다. 미국편 전체 분량이 90분인데 독립과

통일에 대한 역사서술이 1/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큐멘터리에서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통일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내부의 혼란한

국면을 종식시킴으로써 강한 국가의 출현과 국가주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다큐멘터리에서

펜실베니아주 인디아나대학 왕시이 교수는 “남북전쟁의 의미는 헌법

에서조차 분열되었던 국권이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남북전쟁을 흑인노예 해방전쟁으로 보기

보다는 국가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통해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그 무게를 두고 있다. 분단역사를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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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의 맥락에서는 발전과 통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사에 있어서 독립과 통일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대내외적

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여 압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싶은 욕망

과 관련되어 있다. 즉 성장을 위한 안정된 환경으로서 통일과 중앙

집권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 미국의 독립과 통일의 역

사는 다른 측면에서 연방정부가 강한 국가로 성장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는 남북전쟁을 논의하면서 남부 7개주가 연방정부

에서 탈퇴하는 사건을 국가분열의 위기라고 논의하였다. 다른 의미

에서 연방정부의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기로 설명된다. 남북전쟁 이

후 미국이 진정한 통일국가로서 강대국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일국가로서 대외적으로 강한 국가임과 동시에 대내적으

로 시장과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

로 간섭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강한 정부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한 정부는 특허를 보호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반독점법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을 보호하였다. 경제공황 국면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

입함으로써 자유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다큐멘

터리 전반을 살펴보면 독점, 경제공황 등 사건들을 부각시키면서 시

장은 신뢰할 수 없고 신성한 국가가 시장의 우위에 있고 시장의 실

패를 극복해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발전을

자유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강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발전사를 트루먼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세계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한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다큐멘터리

에서 미국의 발전사에 관심을 기울였던 시기는 미국역사상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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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라 할 수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이다. 국가가 국내외 정

치, 경제, 사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

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였다. 다큐멘터리에서 미국뿐만 아니

라 기타 강대국들도 세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한 국

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중국도 성장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논

리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국

가들의 발전서사에서도 강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주도의 성장을 강

조하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편에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신

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하였다. 콜럼버스

를 대표로 하는 탐험가나 와트,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이 대외확장과

산업혁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는 국왕이 탐험가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특허제도가 발명가, 기술자

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었던 사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발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큐멘터리는 영

국이 가장 일찍 산업혁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인재나 교육,

기술혁신에 대한 열망이 아닌 특허제도에서 찾았다. 특허제도가 있

었기에 영국은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여

발전의 토양을 만들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였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후발국가의 발전서사에서도 기술혁신에 대

한 내용보다는 위로부터 아래로 추진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그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에 관한 일화들이

강조되었다.

서양의 근대화 발전과 기술·제도의 혁신에 있어 상인계급, 부르주

아들의 이윤추구, 새로운 시장개척에 대한 열망이 왕권을 끌고 갔다



- 81 -

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마르크스도 역사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는 상인계급

이 주도한 대항해시대의 역사적 변동을 오히려 ‘지혜로운’ 왕권이

주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과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

도 발전역사를 국가의 정치적 행위와 경제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들로만 구성하였을 뿐 발전에 있어서 시장, 사회, 개인의 고유

의 역할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가가 주체이

고 시장, 사회,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발전역사를 구성한 에피소드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 언급

된 인물들에서도 제도혁신과 기술혁신을 도구로 대내외적으로 강한

국가를 향한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분석했던 3편의 다큐멘터리에

서 등장하는 핵심인물들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강력하게 국가통치능력을 행사했던 개명한 정치인

들이다. 다큐멘터리에서 출현한 대부분의 핵심인물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 등장한 이 유형의

인물들을 세분화하면 하나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립하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발전을 이끌었던 군주로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 스페

인의 이사벨 1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했던 현명한 군주와 정치

지도자들로 일본의 메이지 천황,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소비에트

의 레닌, 독일의 비스마르크 등이 있으며, 전후 국가재건에 긍정적

인 기여를 했던 독일의 브란트 총리, 프랑스의 드골 장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과 <휘황중국(辉煌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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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에서도 마오쩌둥(毛泽东), 저우언라이(周恩来), 덩샤오핑(邓小

平), 장쩌민(江泽民), 후진타오(胡锦涛), 시진핑(習近平) 등 국가지도

자를 중심으로 국가주도 발전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두번째 유형은 콜럼버스와 같은 탐험가와 와트, 뉴턴, 스미스와 같

이 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이끈 기술자, 과학자, 사상가들이다. 그러

나 이 유형의 인물들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정치인들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고, 발전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기보다 발전사에서 언급

만 되고 지나가는 인물에 불과하며, 프로그램에서도 차지하는 비중

이 적다. 이들 가운데서도 뉴턴, 스미스와 같은 이론가들은 한번 언

급이 된 데에 그쳤다. 그러나 콜럼버스와 같은 탐험가나 와트, 에디

슨 같은 대발명가들은 다큐멘터리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루어졌

다. 이 점에서 지식혁신보다는 기술혁신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과 지식 혁신은 기술과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

고 장기적으로는 국력신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인 경제성장

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대륙 발

견이나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혁신은 직접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부각

되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이론보다는 기술이 중심이 된 압축적인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를 발전과정에 있는 발전도상국가로, 서양의 국가들

은 이미 발전한 발달국가로 인식한다. 중국이 근대사에서 서양에 비

해 낙후했던 원인을 성찰하는 시선에는 자신의 역사적 한계와 결핍

을 담고 있는데 이는 발전주의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에서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

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첸빙단(钱秉旦,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교수): 영국의 군사력은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의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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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세계 유일의 공업국이었고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죠. 하

지만 중국은 낙후된 농업 국가였습니다.

리원하이(李文海, 중국역사학회 학회장):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존재했

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제도의 부패였고, 두 번째는 바로 낙후된 경

제와 기술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근대사에서 서양에 비교하여 낙후

했던 원인을 과학기술과 사회제도의 후진성에서 찾고 있었다. 따라

서 중국은 국가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적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역사서술 속에도 제도혁신과 기술혁신에 대한 강

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국 국부였던 순중산(孙中山)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회에서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을 부각시켰다.

시진핑 주석:　순중산 선생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

이고 가장 안락한 국가이기를, 중국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인

민이기를 기대하며 한평생 분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표에 가장 근접해 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발전목표는 선진국

으로서 이미 발전한 발달국가 행렬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강하고 안락하여 인민이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것에 있다. 즉 최고

의 강성국가가 되어 역사속의 태평성세를 되찾아 중화민족의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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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

中国)>에서뿐만 아니라 서양 패권국의 발전사를 다루었던 다큐멘터

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 중국의 최고

전성기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었다. 그 사례로 1656년 네덜란드 사절

단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맺기 위해 황제 앞에서 세 번 절하면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찍는 예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 일화를 소개

하였다. 중국은 역사 속 전성기에 대한 재현을 통해 과거에 대한 향

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을 통해 민족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가

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 대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선,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과 <휘황중국(辉煌中国)>

에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효율적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강한 국가와 발전에 필요한 기술 혁신, 제도 혁신에 대한 열망

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강한 국가는 외부의 침입과 간섭을 차단

하고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고 내부적으로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를 통솔하는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

2.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망

다큐멘터리에서 서양의 발달국가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루어졌던 적극적인 기술혁신과 국가 주도로 추동했던 제도혁신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이룩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학습하고 추격해야

할 모델로 재현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양의 발전사를 경쟁, 침략, 약

탈로 점철된 것으로서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재현하기도

했다. 박정현과 김종태(2015)는 서양은 중국에 있어서 모방의 대상

인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다큐멘터

리에서 중국이 서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서양에 어떻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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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서양을 도시중심으로 재현하였다. 근대화의 상

징으로 도시의 현대적인 고층건물,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이 상대

적으로 많이 노출되었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에서

중국의 근대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은 국내

총생산량, 철강생산량, 철도 건설, 그리고 위성발사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였다.

다큐멘터리에서 중국과 서양의 비교의 핵심은 총량과 자체의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

兴之路)>에서는 GDP, GNP에 따른 국가 순위와 수식어 ‘최대’, ‘최

고’가 붙은 상징적인 사례들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에

서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1차 년도의 성과는 “중국은 2003년 8%

이상의 성장속도를 유지했고, 세계 3대 무역 강국으로 부상했다. 유

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르며, 중국은 주요 무역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로 설명한

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철도, 도로, 공항 등 현대적이고 거대한 기초

시설 건설 등을 내세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세계적인 건설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칭장철도(青藏铁

路, 청해성 시닝부터 티베트 라사까지 이어주는 철도) 건설, 위성발

사 성공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성장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켰

다.

양적인 차원에서 서양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지 여부도 중요한 비교지표이다. 특히 시진핑 집권 시기에는 중국

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을 부각시켰다. 다큐멘터

리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는 1회 부터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

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회 첫 번째 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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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홍콩, 주해,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桥) 건설

을 다루었다. 특히 대교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해상대교로서 건설 규모와 해상대교 건설 기술, 그

리고 건설에 동원되는 국내 자체 기술로 생산한 기자재 등이다. 과

거 기자재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서양에서 생산한 기자

재에 의지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는 기자재 기능의 제한을 받아왔

다. 그러나 현재는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건설 프로젝트에 맞춤형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과거 서양에 의존하던 때로부터 현재는

기술적으로 이미 서양을 뛰어넘은 것으로 재현하였다.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교량, 중국도로, 중국자가용, 중국항만, 중국망 등으로

중국을 부각시킴으로써 서양과 차별화를 강조하였다. 기초건설뿐만

아니라 대형비행기에 사용되는 전산망 통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미국 비행기 제조사의 독점기술에 도전하고 있다. 첨단 기

술에 있어서 서양에 의지하던 국면이 전환되어 중국도 서양 못지않

게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즉 기술영역에서 서양을

초월하고 있고, 초월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다큐멘터

리에서는 한 민족이 항상 다른 사람의 과거로 자신의 내일을 준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기술과 생산규모를 중심으로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망뿐 아

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발전모델로

서양의 전통적 발전모델을 대체하려는 욕망도 갖고 있다.

서양의 발전모델은 경쟁과 약탈로 이루어진 것으로,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개발할수록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폐단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후발 국가이지만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발전과 함께 그에 따르는 빈부격차, 지역격차, 환경문제들

을 극복함으로써 기존의 서양 발달국가들보다 우월한 발전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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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려 한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에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빈곤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으로 중국 국민들

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큐멘

터리에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의 발전, 착취와 양극

화의 해소, 그리고 공동의 부를 달성하는 것”이고 “빈곤하다면 사회

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며 사회주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동번영

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주재 세계은행 초대 수석대

표였던 링총겅은 “중국이 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를 이뤄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점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이

니까요.”라고 말했다. 즉, 사회주의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와 함께

공동으로 부유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경제가 발전해야 국민들이 실리를 얻을 수 있

고, 성장과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

본주의를 근간으로 했던 서양 국가들이 발전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

었던 발전의 폐단들을 중국식 사회주의가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

였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적 우월성을 드러내

려 했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과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

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교량,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등 기초시설을

건설하는 장면들을 대량으로 배치하였다. 여기서 기술혁신과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건설 속도, 건설 품질, 건설 총량 등에 있어서 세

계 1위임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압축 성장과정에서 교통의 불편

함 때문에 발전에서 배제되었던 내륙지역이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

에 의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부각시

켰다. <서부대개발>, <균형발전> 등의 프로젝트는 80,90년대 연해

지역 중심의 발전에 따른 지역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 해소를 위



- 88 -

해 국가 주도로 시행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들이다. 다큐멘터리에

서는 이 부분을 기초시설 건설과 함께 강조하면서 격차해소를 뛰어

넘어 공동으로 잘 살아보려는 열망을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닝샤(宁

夏)자치구를 시찰하면서 민닝(闽宁)촌을 방문하는 일화를 부각시켰

다. 동서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1996년부터 동부 연해

에 위치한 부유한 푸젠성이 서부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닝샤

자치구와 함께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기(脱贫致富)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국가 주도로 먼저 발전한 푸젠성의 기업가, 자본, 기술

을 저발전 지역인 민닝촌의 노동력, 자연자원과 연계시켜줌으로써

함께 부유해지는 방식이었다. 경제가 발달한 푸젠성 지역의 기업가

들이 닝샤자치구 민닝촌에 회사를 설립하면 빈곤지역의 주민들이

민닝촌으로 이주하고 근로자로 탈바꿈하여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보

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는 발전모델이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1997년 당시, 내가 여기서 빈곤문제 해결

을 기획하였죠. 즉 여기 민닝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

이죠. 현재 여기 소득이 몇 십배 늘어났죠. 20배, 500위안에서 현재

의 만 여 위안으로 말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

직 공산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주의제도라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목격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보고서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적인 경제성

장은 동서의 빈부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놓았다. 하지만 사회

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동부 연해 발달지역의

기술, 자본, 경영모델과 서부의 노동력과 자연자원을 결합시키는 방

식으로 저발전지역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뿐만 아니라 부유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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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부 지역은 빈곤에서 벗어나 소

득이 20배로 늘어나 동부 연해 발전지역과 맞먹는 수준으로 소득이

증대되었다. 2배도 아닌 20배로 늘어난 소득은 빈곤퇴치를 넘어 동

부와 서부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이는 공동번영을

실현하려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서방국가는 저발전지역이 조금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하는 것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

다면 중국은 저발전지역이 발달한 지역의 도움을 받아 압축적인 성

장을 통해 발달한 지역과 맞먹는 수준의 소득을 획득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빈부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 해소를 넘

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인민의 행복과 직결시킨다. 그러나 문

제는 경제중심의 발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즉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개인의 소득은 증대 했고 이는 곧바로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다큐

멘터리에서는 후진타오 전 주석과 시진핑 주석이 저발전지역을 직

접 방문하여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현지인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문

제들을 경청하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영상에서는 상징적으로 국가주

석이 가장자리에 앉고 주민들이 국가주석을 둘러싸고 앉아서 서로

소통하는 이미지를 구성한다. 즉 국가는 부모이고 가장으로 구성원

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짊어짐과 동시에 가장으로서 국가의 가부장

적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적 우월성을 부각하는 외에도 대외적으로 중국은 침

략과 약탈로 발전했던 서양의 발전모델을 비판하고, 평화를 주요한

가치로 하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는 15세기 이후 세계를 호

령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

아, 미국 등 9개의 대국들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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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에서 논의했듯이 9개의 대국들을 통일된 민족국가를 바탕으

로 기술혁신, 제도혁신을 통해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강한 현

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도 그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선

진적인 발달국가(发达国家)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국

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적인 기술을 군사에 적용하여

대외를 향한 침략, 전쟁, 약탈을 통한 경제성장을 해왔고 패권을 행

사했던 제국들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국가들이

세계를 제패해 나간 과정은 화려했지만 그 결말은 아름답지 못한

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국가들이 쇠락한 주요 원

인을 식민지 지배와 팽창, 약탈에서 찾았고, 이들의 식민지 확장과

약탈에 근거한 발전모델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서양 발전모

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회주의 가치를 살려 저발전 지역과의 공

동 번영을 강조하였다.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철도를

부설해주고 아프리카인들에게 철도기관사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낙후한 국가들의 발전을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프리카

를 착취하고 약탈했던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발전에 밑

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시설 건설을 돕는 것으로 최대의 발전도상

국 중국과 저발전지역인 아프리카의 평화와 화목을 부각시켰다.

중국은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사회제도, 국제관계 등의 영역에서

모두 서양을 모방하고 추격하면서도 맹목적인 모방과 추격은 경계

하였다. 사회주의, 전통, 그리고 세계 평화 등의 가치들을 발전에 부

각시켜 서방과의 차이를 생산하려 하였다. 물론 중국의 사회주의 국

가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모델, 중국속도, 중국품

질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양대국으로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가로

서 중국이 서양문명을 압도하려는 욕망이 깔려져 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은 발전을 부정하지 않는다. 중국이 부정하고 초월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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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과 약탈로 패권을 휘두르는 서양식 발전모델이다. 즉 그것은 서

양을 초월하려는 경쟁적 욕망의 발현이다.

3절 국가발전에 귀속된 개인

세 편의 다큐멘터리들은 모두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

준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발전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발전국가 논의에서 낙수효과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에서는 네덜란드 등 서양 패권

국의 국가경제 성장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풍요로운 물질생활로

이어지는 것으로 재현하였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과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

도 국가의 경제 발전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연계되는 것으로

다루었다.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复兴之路)>에서는 상하이 외곽에

서 생활하는 평범한 가정의 가계부 기록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1977년 처음 9인치 흑백TV를 구입하였고, 1994년에는 전화

를 설치했으며, 1997년에는 에어컨을 설치했고, 2007년에는 외손녀

의 결혼식을 위해서 6만 위안을 적금했다는 식으로 개혁개방과 더

불어 생활수준이 제고했다는 내용을 전시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발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제고를 논의함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발전에 의해 개인들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

할 수 있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행복과

직결시키고 있다.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놓여있을 때, 물질적 풍요로

움은 잠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면

물질뿐만 아니라 자유의 실현, 기회의 평등 등 삶의 질에 대해서도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큐멘터리는 시종일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삶의 질에 관련된 기타 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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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의되지 않았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의 꿈도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가

건설해준 기초 건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다큐멘터

리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 란위철도(兰渝铁路) 건설을 소개하면

서 철도 주변에서 전통약재 사업을 하던 양옌린(杨彦林)의 인터뷰를

삽입하였다. 그는 “나는 기차가 빨리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의 약재가 팔리지 않는다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라며 철도건

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현재까지 약재를 화물차로 운송

하였는데 나중에 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운반비를 절반이나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업가들뿐만이 아니다. 다큐멘

터리는 특히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재현하

였다. 다큐멘터리 <푸싱즈루(复兴之路)>에서는 2006년 농업세 폐지

와 그에 따른 농민의 행복을 묘사하였다. 2006년 1월 1일 중앙정부

는 정식으로 농업세를 폐지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2600년 동안 지속

되었던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책

이다. 이에 대해 허베이성 링서우현 청렌촌(河北灵寿县清廉村)의 왕

산니(王三妮)는 “매년 일인당 76위안을 (농업세)로 교부하는데 우리

집은 도합 530위안을 교부하게 되죠. 농업세가 면제되면서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만

족스러워한다. 왕산니는 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사비로 <농업세

고별 정(告别田赋鼎)>을 제작하여 농업세 폐지를 기념한다. 다큐멘

터리는 이 점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농민들의 기쁨의 반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농민들을 국가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행복한 백성으로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 <휘황중국(辉煌中国)>에서는 87세의 연로한 농업과학

자 위안룽핑(袁隆平)이 출현한다. 위안룽핑은 중국에서 ‘교배 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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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교배를 통해 곡식의 양산에 기여했고 중국

의 농업기술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 중국을 대표하는 벼과

학자다. 다큐멘터리에서 위안룽핑은 “내가 올해 87세인데, 90세 이전

에 헥타르당 17톤 생산량을 실현하려 합니다. 만약 건강하다면 앞으

로 헥타르당 18톤을 공략하려 합니다. 우리는 현재 최고봉을 등반하

고 있습니다. 시주석께서 저를 격려했죠.”라고 말한다. 먹고 사는 문

제의 해결을 위해 한평생 노력했던 연로한 과학자는 국가발전과 분

리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위안룽

핑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사

회적으로 조명 받고 있는 과학자의 기술혁신에 대한 욕망은 순수한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이기 이전에 국가의 부름에 먼저 부응하고 있

다. 즉 개인의 혁신욕망은 국가의 발전욕망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

자신의 맡은바 소임에 충실한 근로자들도 부분적으로 부각시킨다.

다큐멘터리 <푸싱즈루(复兴之路)>에서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 공업

화에 기여했던 근로자를 부각시켰다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국가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굴기에 기여했던 엘리트들이 부각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레노버그룹 창업주 류촨즈(柳传志)가 보여 진다. 다큐멘터리

에서 류촨즈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류촨즈가 중

국에서 가장 큰 컴퓨터회사를 설립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회

사 IBM회사의 PC사업을 인수하여 세계적인 그룹으로 육성했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

제를 풀어가면서 조성했던 제도 환경과 사회 환경이 바탕이 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정보기술혁명에서 뒤처지지 않았음을 부

각시키기 위해서다. 류촨즈는 정보기술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을 위

해 기여했음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성과들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경제사회적 환경과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94 -

소결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되었던 국가의 발전주의 욕망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과 대내적으로 통솔력이 있는

강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다.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경

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강한 국가를 건설

하려 하고, 이를 통해 민족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국가차원

의 발전주의 욕망이다.

중국은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 외에도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망을

함께 지니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양적인 면에서 서양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서양을 압도하려 한다.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는 욕망은 단지 미국을 대체하는 최대 강

국으로의 욕망이 아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평화, 협력, 공생, 조

화 등 사회주의와 전통적 가치가 강조되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정립

함으로써 침략, 약탈로 점철된 서양의 발전모델을 대체하려는데 있

다. 이는 결국 물질과 정신 두 영역에서 모두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

망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복귀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건설하려는 욕망이다.

국가의 발전은 민족부흥이라는 공동체 이익에 우세하면서 개인과

시장의 자유는 민족공동체 이익에 양보해야 한다. 개인과 시장도 국

가의 틀 내에서, 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

서만 허용될 뿐이다. 국가의 존재가 너무 강한 나머지 개인차원의

발전에 있어서도 자아실현을 실천하는 개인의 이미지는 부재하고 ,

개인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로부터 국가발전의 혜택을

받는 백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강한 국가를 향한 열망과 서양을 초월하여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

시하려는 중국의 욕망은 현실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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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강한 국가, 민족부흥, 공동번영 등

대의명분의 압도적인 강조는 반대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향한 욕

망을 국가와 민족의 틀 내에 가둬두게 된다. 따라서 발전의 성과는

국가가 점유함과 동시에 발전과정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

임 역시 국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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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시화과정에서 재배열된

도시적 삶의 욕망 지도

1절 중국사회의 도시화과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까지 중국은 가난하고 낙후된 농

업대국이었다. 그때까지 중국은 도시 규모가 작았고 도시 인구도 적

었다. 광대한 농토의 농업생산량은 낮았고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생

존 선에서 허덕이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농업국가에서 현대공업국가로의 도약을 시작

하였다.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전 중

국에는 56개의 지급(地级)시와 61개의 현급(县级)시가 있었고 도시

인구는 전체 중국인구의 10.6%에 불과했다. 즉 90%가 농업인구였

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공업화를

근간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근대화 발전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소련의 발전모델을 모방하여 공업 우선 발

전전략을 채택하였고 그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은 농촌에서 조달받

았다. 농산품과 공산품의 부등가 교환을 뜻하는 ‘협상가격차’를 이용

하여 국가가 농촌으로부터 대량의 자원을 획득하여 도시와 공업 발

전에 투자했다.

1950년대 도시의 인구 통제 및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

촌에서 호구제도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제

한하였다(陆学艺, 1991). 호적제도를 통해 도시주민과 농민 신분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공간을 분리시켰다. 국가는 도

시에 대해 전면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했지만 농촌에서는 복지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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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줄곧 도시와 농촌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도시 시민들은 국가 보조 혜택을 누려 싼 값으로 식량, 주택, 교통,

물과 전기 등을 공급받았지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1980년대까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농업 생산에 의지하여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楊繼繩, 2006).

개혁개방 이후, 농민은 보다 자유롭게 도시로 진입할 수 있게 되

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농촌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때 도농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1985년 도시를 중

심으로 개혁을 하면서 도농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80

년은 격차가 2.5:1이었지만 2010년에는 3.3:1로 늘어났다. 농민의 도

시로의 이동은 보다 자유로웠지만 호적제도는 여전히 존재했고 도

시주민에게 제공되는 주택, 의료, 교육 등 드러나지 않는 정부의 보

조금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았다(李实、罗楚亮, 2007)

정부사이트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78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

화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 거주인구는 1978년의 1.7억명에

서 2013년 7.3억 명으로 늘어났고 도시상주인구 비중은 매년 평균

1.2%씩 1978년 17.9%에서 2013년 53.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도시

호적 등록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지역에 따라 도시 상주인구 비

중은 다르다. 동부지역은 도시상주 인구비중이 62.2%에 달하지만 중

부와 서부지역은 각각 48.5%, 44.8%로 절반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수는 1978년 193개에서 2013년 658개로 늘어났고 향진은

1978년 2179개에서 20113개로 대폭 늘어났다. 도시와 인구의 밀집도

가 상당히 높은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진지(京津冀)벨

트,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벨트, 광둥성을 중심으로 하

는 주강삼각주벨트 등 3대 도시 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국토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18%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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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36%를 창출하고 있다9).

급속한 발전 속에서 시장 주도형 지역격차가 발생하면서 농촌 출

신뿐만 아니라 3대 도시군 외에 위치한 중소도시 출신들도 보다 많

은 발전의 기회를 찾아, 보다 자유로운 물질과 문화를 소비가 가능

한 공간을 찾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특대도시로 이주하

고 정착하려 하고 있다. 2015년 3억에 가까운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생활 및 소비의 차원

에서도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호적제도의 존속은 호적 등록 여부에 따라 심각한 차별과

불공평 상태를 초래하였다. 비호적 인구는 해당 지역의 호적인구에

비해 취업, 자녀교육, 사회보험 등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

아왔다.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에 호적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일정 이

상의 학력과 기술·기능이 있는 개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가 및

투자자,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갖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

산가들이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호적 등록은 개인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

적 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 도시화 수준에 따라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화

가 80~90%에 된 지역에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3개의 직할시가 포

함되어 있다. 도시화가 60~70% 진행된 지역은 2군에 속하는데 광둥

성, 쟝수성, 저쟝성, 푸젠성, 쟝시성, 충칭시, 랴오닝성 등 7개의 성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화가 50~60%인 지역에는 헤이룽쟝성, 산둥성,

후베이성, 지린성, 닝샹자치구, 하이난성, 산시성, 샨시성, 허베이성,

후난성, 안후이성, 칭하이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등 13개의 성이 포

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가 50%미만인 지역에는 스촨성, 신

쟝자치구, 광시자치구, 허난성, 윈난성, 간수성, 구이저우성, 시장자치

9) 新型城镇化-中国政府网 http://www.gov.cn/zhuanti/xxc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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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화는 도시의 확장과 더불어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생활패턴과 소비패턴을 바꾸는 중대한 결과

를 초래했다. 루쉐이(陆学艺, 2010)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 소비패

턴을 4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978년부터 1984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温饱问题)가 해결되는 시기,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생

활수준이 제고되고 도시와 농촌이 초보적으로 분화되는 시기, 1992

년부터 199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이

빠른 속도로 분화되는 시기,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비구조

가 업그레이드되고 소비의 계층화가 출현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압축적으로 진행된 도시화는 중국의 공업화와 더불

어 농업대국에서 세계의 공장인 공업대국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강조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가 발

생했고, 도시의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 격차에는 소득소비격차, 복지혜택격차 및 기회의 격차가 포함되

는데 농촌출신들은 그 격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업, 상업, 노동 등

다양한 발전의 기회를 찾아 보다 나은 도시로 이주하지만 이주도시

에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고 생존환경은 거대한 인구의 압력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과 자식에게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기회의 땅으로 이주, 정

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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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드라마에 재현된 생활공간

1. 주거공간과 일상생활의 위계화

드라마에서 재현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역동적인 도시와 달리 정체된 삶을 상징하는 농촌

의 기와집, 둘째는 도시주변부에 위치하여 저발전을 상징하며, 도시

빈민층이 생활하는 허름한 고층건물, 셋째는 발전에서 낙오되지 않

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세련된 현대식 아파트, 마지막으로 상류층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호화로운 단독별장이다.

1) 정체된 삶을 상징하는 농촌의 주거 공간

중국에서는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더불어 많은 농촌 출신의

사람들이 공부하러, 사업하러, 막노동하러 도시로 이주했다. 모택동

의 사회주의 혁명시기에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에도 항상 도시

는 농촌에 비해 우세했다. 사회주의 건설이든 개혁개방이든 모두 농

촌에서 시작하였지만 정책의 핵심은 현대화 발전으로서 도시의 활

성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생활의 질도 항상 도시가 농촌에

비해 높았고 그 격차는 개혁개방이후에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소비

에 있어서 도시는 농촌에 비해 우월했다. 도시에서는 풍부한 물질문

화를 소비하고 즐기면서 생활 한다면, 농촌에서는 제한된 환경에서

절약하며 생존한다.

개혁개방이후 향진기업의 약진과 더불어 농촌출신들이 공장을 경

영하면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어 고급승용차를 운전하고 별장에서

생활하는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겨우 생존하는 가난한

농민들이다. 드라마들에서 재현한 농촌 공간에는 역동적이고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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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시와 달리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기와집과 가구들뿐이다. 농촌의 주거공간에는 오래된 사진틀

들, 6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원탁 등이 있어 가족의 온정, 인간의 따

뜻함은 묻어있지만 건물양식, 가구 등으로 보아 과거 시간에 동봉된

공간으로 재현되었다. 이 공간은 낙후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랫

동안 정체된 공간으로서 발전이 불가능한 적막함을 보여주기도 한

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에서 여자주인공 숭추추는

마을 촌장의 딸이다. 숭추추의 고향집은 다른 청춘분투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주인공들의 고향집과 같이 농촌의 전통적인 기와집이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고 실내에는 90년대식 쇼파가 놓여있다.

쇼파 커버도 80~90년대식 담요 커버와 유사하다. 벽에는 옛날 사진

틀와 전통식 화보가 걸려 있다. 출입문은 나무로 짜인 사회주의시기

의 간편하고 투박한 문양으로 된 디자인 문이다. 실내는 중국의 전

통종이공예-전지(剪紙)작품들을 붙이는 것으로 인테리어를 대신하였

다. 테이블은 싸구려 접이식 간이 밥상이지만 6인 이상이 함께 식사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 혹은 마을주민들이 언제든 함께 식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현되었다. 이 공간은 풍요로움보다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마을 촌장인 숭추

추 아버지의 삶의 양식을 반영하였다.

남자주인공 자오룽성의 시골집도 마찬가지이다. 실내에 인테리어

를 하지 않았고 목조 쇼파가 놓여져 있다. 그 위에는 농촌에서 유행

하는 민간 화보가 붙어있다. 테이블은 싸구려 접이식 간이 밥상이고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가장 저렴한 간의 의자였다. 침대도 거실에

놓여 있어서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았다. 자오룽성의 어머니는

농지를 경영하는 자칭 농촌출신 기업가이지만 사장님의 화려함과

권위는 전혀 없고, 실내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만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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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순수 농민에서 기업가로 신분 변화를 하였지만 농촌의

생활공간은 여전히 정체되고 낙후한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드라마에 자오룽성과 숭추추는 이기적이고 냉혹한 경쟁이 만연한

도시생활을 도피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귀향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들은 온정으로 따뜻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냉정하지만

역동적인 도시공간에서 분투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 경쟁하고 분투

한다.

후이판의 여자 친구 장샤오엔의 시골집은 낙후된 산골에 위치하고

있다. 장샤오옌은 구정을 보내러 시골집에 갈 때 대도시에서 가족선

물을 구입하여 가져간다. 어머니께는 따듯한 물을 편리하게 마시도

록 전기포트를 선물한다. 그전에는 가마에 물을 끓여서 마셨기 때문

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기로 물을 끓여 마셔? 얼마나 돈 낭비인

데!”라고 말하면서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전기비용부터 걱정한다. 장

샤오옌의 집에는 쇼파도 없고, 온가족 5명이 모여 앉으면 빈공간이

없을 만큼 작은 온돌바닥이 전부이다. 그 옆에 아궁이가 있는데 아

궁이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하얀색 페이트 칠을 한 벽은 검은 색

을 띤다. 집에는 장롱도 없고 이불은 방바닥에 쌓여 있다. 나무틀로

구성된 창문은 종이로 문풍질 하였고 벽에는 엽서와 토속 보호신

그림과 모택동 주석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장샤오옌의 집은 개혁개

방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모택동시기와 다르

지 않은 빈곤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에게는 소비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가장’인 장샤오엔은 가족의 생존과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도시에서 살

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고향 시골집들은 풍요로운 물질에 대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



- 103 -

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다고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오룽성

이 보험사기 협의에 연루되었을 때에도 숭추추는 친정에서 돈을 빌

려서 해결한다. 자오룽성이 무일푼으로 다시 베이징으로 상경할 때

도 자오룽성 어머니는 6만 위안이 입금된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해

라고 전달한다. 장샤오옌 어머니도 장샤오옌더러 베이징에서 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2만 위안을 주려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적 욕망

을 억제하고 절약하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드라마는 농촌을 사회발전에서 배제된 정체된 공간으로 재현하였

다. 그 정체된 공간에 투영된 삶의 양식은 오랜 전통으로부터 지속

되어 왔던 생존을 중요시하는 생존주의와 현세의 소비욕망을 억제

하는 절약정신이다. 드라마에서 재현한 농촌공간은 개인주택만 그려

졌을 뿐 요리점이나 상점 등과 같은 소비 공간은 부재하다. 농민들

의 삶은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활은 생존을 표준으로 설정하

고 절약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80후 청년세대

들은 절약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

는 생활을 욕망한다. 농촌에서는 소득이 도시보다는 적지만 평소 절

약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시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할지라

도 일정한 적금은 항상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소득은 농촌보다 많지만 적극적인 소비로 인해 오히려 적

금이 많지 않다. 농촌청년들은 풍요로운 물질소비와 문화소비를 지

향하여 도시로 이주하는데 이는 단지 더 많은 수입과 더 풍요로운

물질과 문화 소비를 향유하기 위한 현대적인 도시 시민으로서의 신

분상승의 욕망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농촌공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도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획득하고 싶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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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발현이기도 하다.

농촌출신 그리고 지역출신들의 도시생활에 대한 욕망은 도시에 집

을 소유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도시 호구에 등록되기 위해 분투하

는 데서도 드러난다. 드라마 <분투(奋斗)>에서 농촌출신인 루루가

사랑했던 남자친구 화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주터우한테 시집 간

이유도 호구에 있었다. 루루는 화즈에게 “당신은 내가 어려울 때 회

피하고 싶어 했고, 결혼도 미루려고 했지만 주터우는 항상 나를 적

극적으로 도왔어요. 결혼등기를 통해 (베이징) 신분증을 만들어주었

어. 내가 필요했던 건 (대도시 신분증 획득에 따른) 안전감이란 말

이야.”라고 주터우와 결혼한 이유를 말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시기

에도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시기에도 호구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고 생산, 소비, 복지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도

도시의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들은 호구제도와 직

결되어 있다. 농촌출신, 지역도시출신들이 대도시로 호적 등록을 욕

망하는 이유는 대도시에서 제공하는 질 좋은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드

라마에서는 도시호구와 안전감을 연계시켜 재현하였다. 유동성이 강

한 현대사회에서 호구와 집은 생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푸라기이기도 하다. 호구와 집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다는

것은 차별로부터의 불안과 정처 없는 떠돌이생활에서 오는 불안, 그

리고 정체된 시골생활에서 오는 불안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2) 저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빈민층의 주거공간

드라마에서는 도시빈민층이나 성공을 위해 상경한 지역/시골 출신

들의 도시생활을 생생하게 다루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은 더 좋은 삶을 향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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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

斗)>의 주인공 자오룽성(赵荣生), 후이판(虎一帆), 숭추추(宋楚楚),

장샤오옌(张晓燕)은 모두 가난한 지역출신들로 도시빈민층이 거주하

는 지역인 탕쟈링(唐家岭)이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또한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성

공을 꿈꾸는 스샤오멍(石小猛)이 생활했던 셋집,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주인공 하이핑 부부가 생활했던 셋집, 드라마 <분투

(奋斗)>에서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샤린(夏琳)의 허름한

집,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의 남자주인공 류이양(刘易阳)이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집은 모두 오래전에 건축된 어둡고 허름한

건물들이다.

이 건물들은 모두 20~3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다. 특히

<달팽이 집(蜗居)>에서 주인공 하이핑 부부가 생활했던 셋집은 100

년 전에 건축된 오래된 복층 목조건물이었다. 드라마에서 재현한 주

거공간의 공통된 특징은 숙식만 해결이 가능한 허름하고 비좁은 생

존공간이다. <달팽이 집(蜗居)>에서 주인공 하이핑 부부는 방 한

칸을 빌려서 생활하는데 최대 3명까지 수용 가능한 방이다. 이들에

게는 침대 하나 혹은 방 하나만이 사적인 공간일 뿐 화장실, 주방,

창고 등은 이웃과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다. 사적인 공간이 작고 함

께 생활하는 공간이 넓은 이유로 이들은 항상 이웃과 마찰을 빚는

다.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거나 공동주방에서 다른

사람의 식자재를 도용하거나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소음 등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일상적으로 예민했던 정서들이 분출되고 말싸움이 오

간다. 이들이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에는 누워 잘 수 있는 침대 하

나, 작은 밥상 겸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 하나와 수납장 하나가 전

부이다.

비록 이들은 비좁고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그에 대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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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미래의 집 장만에 더 큰 기대를 갖는

다. <달팽이 집(蜗居)>에서 주인공 하이핑은 “셋집은 저렴할수록 좋

다. 셋집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모두 우리 돈인데,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수록 더 큰 집을 살 수 있잖아!”라고 말한다. 곧 새 집을

소유할 듯한 흥분에 젖어있다.

이들과 달리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스샤오멍

(石小猛)은 주방, 화장실, 거실, 침실 등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셋집

에서 생활한다. <나혼시대(裸婚时代)>의 류이양(刘易阳) 가족과

<분투(奋斗)>의 샤린(夏琳) 가족 역시 작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한

다. 이 집들도 역시 작은 편이다. 특히 주방은 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어두우며 요리만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 냉장

고는 낡고 작다. 이들은 소비를 아끼려고 외식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들은 음식의 품질만을 고려할 뿐

음식을 요리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즉 품질 좋고 건강한

보양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주방 공간에까지 사치를 부

리려 하지 않는다.

특히 <나혼시대(裸婚时代)>의 류이양(刘易阳) 가족과 <분투(奋

斗)>의 샤린(夏琳) 가족은 집은 작은 원으로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

지 않은 것으로 재현되었다. 류이양 집은 거실 하나 침실 두 개인

집인데,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침실 두 개는 류이양

과 할머니가 사용하고 류이양 부모님은 거실에 침대를 놓고 거실

겸 침실로 사용한다. 샤린 집도 거실 하나, 침실 하나였는데 침실은

샤린의 방으로 사용되었고 거실은 샤린 어머니 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거실에는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싸구려 쇼파가 놓여

있었다. 쇼파와 침대 모두 화려함이나 산뜻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앉

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기능에만 충실한 가구들로 배치되었다.

집은 인테리어 되지 않았고 하얀 페이트 칠만 했는데 오래된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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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벽이 누렇게 또는 검은 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각 방의 문들은

나무판자로 제작되어 있어 전혀 미적인 취향을 찾을 수 없다. 실내

에 다른 장식품은 없고 그 대신에 서예작품만 걸려있다. 그리고 탁

상용 스탠드는 배치되어 있지만 우아한 장식품이 아닌 실제 조명으

로 사용되었다.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낡은 건물들은 모두 창문이 작다. 창문의 역

할은 채광에만 있을 뿐 창밖의 풍경 감상을 위한 역할은 하지 못하

고 있다. 왜냐하면 창밖에 감상할만한 풍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동네는 낡은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녹화면적

이 상당히 작다. 길모퉁이는 좁고 집들마다 빨래를 말리고 있었으며

늙은이들은 길모퉁이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주택들 사이의 간격

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틈새공간에는 창고들이 있었다. 빈민가는

농경문화와 도시현대문화의 압축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네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은 바로 자전거를 놓아두는 거치대 공

간이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의 주인공 하이핑과 드라마 <나

혼시대(裸婚时代)>의 남자주인공 류이양(刘易阳)은 교통비용을 아끼

려고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나중에 하이핑은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류이양은 부모님의 만류로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전거는 가

장 저렴한 교통수단인데 드라마에서 교통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

전거를 이용하는 설정은 가난한 빈민층의 고달픈 삶을 극적으로 보

여주기 위함이다.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셋집 주인의 횡포이

다. 셋집 주인은 입주자에게 월세를 못 내면 방을 빼고 나가라고 하

거나, 작은 방에 남녀가 함께 생활하면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말한

다. 자오룽성, 스샤오멍은 모두 집주인의 갑질에 분노한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에서 집주인은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자오룽성의 방에 들어와서 셋집비용을 내라고 독촉한다. 자오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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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어투로 노크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자 집주인은 “내 집인데

내가 왜 노크하냐, 월세 못 내겠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라!”고

야단친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도 집주

인이 스샤오멍에게 셋집 비용을 받으러 와서는 “돈이 없으면 내일

당장 이사해 나가. 오전에 이사해 나가면 곧바로 오후에 다른 사람

이 입주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스샤오멍,

이 집에 도대체 몇 명이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책임을 져야해. 요즘

젊은이들은 법도 질서도 안 지켜. 문란해!”라로 야단친다. 스샤오멍

은 “문란하다구요? 여기는 내 여자 친구이고 곧 결혼할 사람인데 함

께 생활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데요? 돈 받았으면 가세요. 한 대 맞

을래요?”라고 말하며 화를 낸다. 집주인이 돌아가고 나서 스샤오멍

은 여자 친구 선빙에게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스샤오멍:　내가 북경에서 4년 동안 공부했고 현재까지 포함하면

만 7년 동안 스스로를 베이징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단지

꿈에 불과해. 이 도시에서 돈 없고 집 없으면 영원히 타지인일뿐이

야. 옷은 벽과도 같은 컬러이고 길가에 아무 말 없이 서있으면 항상

누군가 와서 체류증을 확인해. 안정, 이 두 글자는 영원히 나와 거리

가 멀어....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하고 또 잘 살아서 사람을 우습

게 보는 인간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는 베이징에서 집을 구입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잘 살기 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한다. 아무 때든 셋

집에서 방을 빼야 한다는 불안감 그리고 집주인의 멸시에서부터 오

는 분노는 이들이 더 빨리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그

리고 그 욕망은 이들이 집을 소유함으로써 안정을 찾기 위해 더 무

모한 선택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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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보듯 드라마에서는 도시빈민층의 주거공간을 자

본의 횡포로부터, 절약만을 중요시하는 전통가치로부터 억압되어 있

는 우울한 공간으로 재현하였다. 이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은 대도시

에 집을 소유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이는 단지 집이라는 물질에 대

한 소유보다는 궁극적으로 자본의 횡포로부터 또한 절약만을 중요

시하는 전통가치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담고 있다.

3) 도시중산층의 여유로운 주거 공간

드라마에 출현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은 모두 도시 중산층에 속

한다. 80후이지만 중산층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분투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닌 이미 중산층에 들어선 윗세대의 삶을 물려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모두 대도시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수성가한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한다.

이들은 최근에 건설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갖춘 주택에서 생활한다.

실내의 한 면은 작은 창문이 아닌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일조량

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창밖 외부세계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도 있다. 아파트건물 사이 간격이 넓고 녹화도 잘 되어 있어서 통

유리창을 통해 일조뿐만 아니라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

유로움도 있다.

특히 베이징은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무더워

서 통유리창이 실내 온도 조절에 불리하지만 이 집들에는 모두 신

형 에어콘이 설치되어 실내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거실, 침

실, 주방 등 공간들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생존의 기능에 충실

한 빈민층의 실내와 달리 중산층의 실내에는 미적 취향을 보여주는

장식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세력과시가 아닌 여유롭고 아늑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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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식품들이다.

침대와 소파는 그 자체의 기능을 넘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

을 만큼 크고, 충전재가 더 풍성하게 들어있다. 침대머리나 쇼파 외

관은 아름다운 무늬로 디자인 되어 있다. 쇼파 맞은편에는 벽걸이

TV를 설치했고 그 아래에는 텔레비전 받침대를 배치하였다. 빈민층

의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가족회의를 하는 공간이었다

면, 중산층의 거실은 핵가족이 TV를 시청하거나 잡지를 보는 등 문

화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스샤오멍은 여자

친구 선빙에게 자신이 계약한 집을 보여주면서 “여기 창문에는 블라

인드를 설치해 줄게 햇빛도 막고 우리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게 말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긴 쇼파를 놓을게. 위

에 누워서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감상해도 좋아. 나는 당신 옆에

서 당신을 위해 차와 물을 나르는 등 심부름을 할게.”라며 곧 소유

하게 될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할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행복감에 젖어 말한다.

식탁은 주방과 가까이에 있고 거실과도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

간에 따로 배치되었다. 주방은 전통식이 아닌 서양식으로 간편하고

세련된 주방기구들이 놓여있고 가전제품은 지멘스 등 수입 제품들

로 배치되었다. 식탁위에는 심플하지만 깔끔하게 디자인한 탁상용

스탠드가 놓여 있다. 탁상용 스탠드는 식탁뿐만 아니라 방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조명역할을 하는 외에도 실내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

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조깅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이 마련되어 있다. 저녁이면 길가에 은은한 빛으로 조명역할을 하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중형 자가용들이 주차되어 있

다. 도시빈민가에 있는 자가용은 싸고 낡은 국산차였지만 중산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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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활하는 지역에 있는 자가용은 깨끗하고 새로 구입한 최신형

자가용과 그 외에 해외유명 브랜드회사에서 출시한 수입자가용이다.

녹화도 잘 되어 있어서 나무 가지와 잎사귀들이 실내 창문을 장식

해주는 역할도 한다.

중산층의 집은 부귀영화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존을 뛰어넘어 문

화소비를 마음껏 즐기고, 세련됨으로 자신과 생활을 포장하여 여유

로운 이미지를 부각한다. 건물과 실내 인테리어와 배치들은 전통생

활양식이 아닌 서양식 생활양식을 모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중산

층이 생활하는 공간을 통해 이들은 서양의 세련되고 합리적인 생활

양식을 모방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드라마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인물들은 중급이상의 공무원 간부나 회사 간

부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낙오되지 않았고 사회발전

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들의 생활과 주거공간에서 풍겨

지는 여유로움은 상대적인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

라 사회발전에서 낙오되지 않은 여유로움이다.

3) 부와 권위를 과시하는 도시상류층의 주거공간

상류층 자녀와 자수성가한 청년상류층들도 드라마에 재현되었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천리나(陈丽娜),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청펑(程锋)은 재벌 2세였고, <분투(奋

斗)>의 미라이(米莱)는 성공한 사업가의 딸이었다. 기타 드라마에서

도 부유한 사람들과 그들의 화려한 집이 묘사되었다.

상류층의 집은 모두 단독 호화별장이고 마당을 가지고 있었다. 집

근처에는 행인을 찾아볼 수 없고 고급수입 자가용만 있을 뿐이다.

잔디밭 등 녹화가 되어 있고 유럽풍의 건물, 유럽양식의 육중해 보

이는 현관문은 부를 상징한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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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숭스밍이 내연녀인 하이자오에게 선물한 호화주택에도 현관문

입구 오른쪽 벽에 커다란 부처얼굴상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호화주

택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없으며, 보안 담당자가 신원확인을

마쳐야 출입이 가능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대도시의 정착을 꿈꾸는 청년들도 별장

에서 생활하기를 꿈꾼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쑤춘은 아

내 하이핑과 낡고 허름한 셋방 청소를 하면서 해변별장을 꿈꾼다.

쑤춘: 나중에 만약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도 해변별장

일 수도 있지. 창문을 열면 저공에서 날아다니는 갈매기와 바위를

내려치는 파도를 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비치 체어에 누워 햇볕을

쬐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뛰놀고 모래성을 쌓고. 그때 다시 오늘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욕조청소를 하고 당신은 변기청

소를 하던 시절들이 추억으로 남아있을거야. 그때 되면 이 과정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쑤춘은 미래에 대자연과 맞닿아 있는 해변 별장에서 여가를 즐기

면서 여유롭게 생활하기를 욕망한다. 해변별장에 대한 소유와 여유

로운 생활의 실현을 일생일대의 성취로 인식하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분투했던 과정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미래의 별장을 통해 갖게

되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현재의 고달픈 생활을 외면할 수 있게 하

고, 오히려 현재의 고생을 미래를 위한 노력이자 투자로 의미를 부

여한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스샤오멍도

처음에는 핵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

히 노력하였지만 나중에 대그룹의 임원이 되고 나서는 지상 2층, 지

하 1층으로 구성된 호화로운 별장에서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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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별장 광고

위의 광고포스터는 최근 유행하는 별장 광고이다. 대표적인 문구

는 “진산수, 순별장, 존귀한 사적 향유”이다. 별장의 위치를 강조하

여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별장이 있음을 내세운다. 호수 옆이든 해

변가든 멋진 산이든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컬러인 녹색이

우거진 자연과 가까이에 있고 자연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

소임을 부각시킨다. 산 좋고 물 맑음은 중국의 전통 시와 전통 산수

화에서 자주 묘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서 문인들만이 감상할 수

있고 그들만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경치이다. 이는 자연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세속을 벗어난 새로운 경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답고 웅장했던 경치를 찬양했던 전통화와는 달리 별장

을 산과 비슷한 크기로 부각시켜 현대 건축기술의 발전을 자랑하듯

건설된 세련된 양옥식 별장에는 자연과의 공존보다는 자연에 대한

소유와 정복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별장 가까이에는 다른 양식

의 건물을 배치하지 않아 부유한 계층, 엘리트 계층만 접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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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기타 계층은 배제하는 것으로 계층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별장에 대한 소유

욕망에는 면적이 넓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욕

망뿐만 아니라 별장을 통해 그 주변의 자연풍경까지 함께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별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함으

로써 다른 계층과의 단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계층에 따른

생활공간의 순수함을 부각시키면서, 스스로 일반인과 다른 존귀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성공 인사임을 과시하려는 욕망을 투사하고 있

다. 즉 확장된 공간에 대한 소유욕과 높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욕망

모두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는 유럽 황실을 연상케 할 만큼 화려하고 무게가 있

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급대리석 바닥에 홍송 등 고급 목재로 인

테리어를 하였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청펑(程锋)의 집은 2층짜리 별장인데 현관에는 화려한 계단이 배치

되어 있고 현관 천장에는 눈이 부실만큼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드라마들에서 상류층의 실내 가구는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이태리

제품들이다. 디자인이 화려하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역사가 스며있는

듯한 존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창문은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기는

유럽식 창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화

려한 유럽식 벽난로까지 배치되었다. 재벌들의 화려한 집은 그의 부

유함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서구의 부르주아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한다. 드라마에서 재현한 부유층의 주거공간은 중

국 부유층들의 발전의 욕망이 서구화와 과시에 맞춰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국사회가 서구사회를 이상

적인 발전 목표로 상정하고 서구 부르주아에 가까이에 다가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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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국부유층은 성공과 자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부유층을 행복감보다는 오히려 외로움 때문

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재현하였다. 특히 재벌 2세나 성공한 베이퍄

오 청년들은 크고 호화로운 공간에 혼자 있는 컷으로 고립된 분위

기를 재현하였다. 재벌 2세인 천리나는 해외에서 경제학과 심리학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자살시도까지 한다. 청펑도 어머니가 일

찍 돌아간 원인을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라고 믿고 아버지를 원망한

다. 청펑은 아버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생활한다. 가난한 지역농촌

출신 스샤오멍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그는 유럽인이 직접 설계해준 유럽풍의 화려한 별장에서 생활하면

서 성공과 부를 과시하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등을 돌린다. 크고 화

려한 별장에서 스샤오멍은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외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드라마 작가는 부유층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설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하여 욕망하는 물질생활을 향유

하지만, 그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 단절됨을 보여줌으로써 부유층을

비판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과 도시 빈민층은 발전에서 배

제된 부류로 현대적인 생활양식과 거리가 멀고 허름한 건물에서 절

약하면서 생존을 위해 분투한다. 이들은 정체된 주거환경에서 벗어

나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그 욕

망을 실현하지 못한다. 도시중산층은 생존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는

여유로운 생활을 지향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현대식 건물에서 안락

함을 즐기면서 생활한다. 이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부유

층이 생활하는 별장을 욕망한다. 별장에서 생활하는 도시의 부유층

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이태리 수입가구로 서양 부르주아에 버금가

는 부와 권력을 과시한다. 공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농촌과 도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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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층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시중산층은 서양

을 모방하고 있고 부유층은 서구를 자신의 생활공간에 이전하였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발전은 서구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욕망의 궤도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시공간과 소비욕망

1) 우정과 성취감을 소비하는 도시의 요리점들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도시공간들은 생활터전인 주거 공간, 생산

활동을 하는 작업 공간, 그리고 소비활동을 하는 도시의 소비 공간

으로 구성된다. 소비 공간은 크게 요리점과 백화점, 병원, 당구장 등

의 여가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대부분의 소비

공간은 요리점에 집중되어 있다. 친구와의 우정도, 남녀의 사랑도,

자신의 능력 과시도 모두 요리점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드라마 초반부에는 금방 대학을 졸업한 80후 청년들이 물질에 대

한 탐욕보다는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그려

진다. 소비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합

리적으로 소비하는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분투(奋斗)>

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80후 주인공들은 길거리에 있는 저

렴한 요리점에서 가장 저렴한 냉채 요리를 먹고 베이징에서 대중적

으로 가장 선호하는 옌징 맥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요리점의 벽에는 전통서예와 수묵화가 걸려 있고 다양한 전통도자

기들을 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이고 오래된 문화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술집에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음껏 마셔라는 의미로 벽에 취(醉)자

서예작품이 상징적으로 걸려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식당에서는 열린 공간에서 소리 지르고, 맥주병 그대로 흥겹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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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신다.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세 남자주인공은 그들의

선배가 경영하는 옛터요리점을 자주 찾는다. 그들은 항상 가격이 저

렴한 소고기 오이무침 요리와 맥주를 두고 대학시절의 추억과 현재

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요리점은

개발지역으로 곧 지정될 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기와집 건물이다. 실

내 계산대에는 사장과 세 남자주인공이 함께 찍은 옛 사진이 놓여

져 있고 가장 저렴한 바이쥬 훙싱얼궈터우(红星二锅头)와 전통음료

가 진열되어 있다. 오래된 4인용 나무걸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한쪽 벽에는 오래전 친구끼리 찍은 사진이 걸려 있고 다른 한쪽에

는 대학생들이 쓴 쪽지들이 붙어 있다. 과거 추억속의 우정을 다시

상기시키는 옛터의 분위기를 풍긴다.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

의 두 남자주인공은 동네의 길거리 요리점에서 구입한 저렴한 가정

식 요리를 안주로 삼아 맥주를 마시면서 일상을 이야기한다. 화려함

이 전혀 없는 전통식당들은 과시보다는 우의를 다지는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공간

이기도 하다. 그러나 드라마 후반에 이 요리점은 개발에 의해 폐업

하게 되고, 경쟁과정에서 남자주인공들은 서로 적이 되어버린다. 성

장과정에서 사라진 우정을 개발에 의해 폐업한 요리점을 통해 재현

하였다.

드라마 초반부에 주인공들은 수입이 적고 경제적 안정을 찾지 못

했기 때문에 맥도널드, 동네 훠궈집, 저렴한 북방요리 집에서 소비

를 했지만, 드라마 중후반부터 주인공들의 부가 늘어나고 사회적 지

위가 상승하면서 화려함과 세련됨 등의 품위를 강조하는 고급요리

점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이 즐겨 찾는 식당은 패

스트푸드점과 길거리 요리점에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음식은 패스트

푸드와 덮밥, 훠궈에서 스시, 스테이크, 랍스타 등 비싼 고급요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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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맥주에서 마오타이, 양주, 와인으로 바뀌었다. 고급식당의 인테

리어는 대부분 유럽분위기를 연출한다. 드라마에서 이들은 사업을

성공시켰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좋은 걸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레스트랑이나 고급식당에서 음식과 분위기를 즐긴다. 와인에

빠질 수 없는 스테이크를 먹거나 랍스타, 전복요리 등 비싼 해산물

요리를 실컷 먹는 것으로 성취감을 만끽한다. 드라마 <분투(奋斗)>

에서 주인공 루타오는 친부의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

사시킨 대가로 2000만 위안을 획득하고 나서 친구들과 고급식당에

서 훠궈를 먹는다. 고급훠궈점은 중국 전통음식인 훠궈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고급양주병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길거리 훠궈집의 음식

과 다르지 않은 훠궈이지만 길거리 요리점의 어두컴컴한 조명과 달

리 고급요리점다운 화려한 조명 아래, 그들은 고급양주병 전시품을

배경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고급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성취

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의 스샤오멍도 이와 비슷

한다. 그는 재벌 2세 친구 청평의 도움으로 대그룹 광고계약을 성사

시켰고 그 대가로 광고회사로부터 20만 위안의 보너스를 받았다. 스

샤오멍은 곧바로 여자 친구 선빙에게 1만7천 위안짜리 반지를 사주

고 고급요리점의 전용룸에서 라파엘로 97년산 와인에 해삼, 전복,

제비집 등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

스샤오멍: 내가 왜 와인 잔을 흔드는지 알아? 처음엔 나도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

들은 모두 와인을 마셔. 그들은 술을 붓고 건배하고 나서 한 번에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와인 잔을 서서히 흔들면서 술맛을 음미하

면서 조금씩 마셔.

선빙: 맛으로 술의 품질을 알 수 있어?

스샤오멍: 이 술의 품질 말이야. 솔직히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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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술잔을 흔들어줘야 그(식당 직원)들은 이 고객이 술에 대해서

알고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며 품위도 갖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 그래야 그는 우리를 존중해줄 거야. 알겠어?

스샤오멍은 여자 친구 선빙과 함께 고급 요릿집에서 식사하는 것

을 통해 돈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성공인사가 되고

싶은 욕망과 여자 친구에게 화려함을 과시함으로써 존경받고 싶은

욕망을 함께 분출한다. 즉 물질에 따른 즐거움과 사회적 지위의 상

승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기를 욕망하고, 그것을 주변사람들

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고 그

과시를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려 한다.

3) 즐거움을 생산하는 도시의 여가 소비 공간

드라마에서는 각양각색의 요리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전형

적인 소비 공간으로 부각된 백화점, 옷가게, 사립병원, 나이트클럽

등의 소비 공간과 그 외의 시민공원, 야외, 대학캠퍼스,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들이 재현된다.

드라마에서 남녀주인공들은 시민공원, 야외, 대학에서 순수하고 로

맨틱한 사랑을 나눈다. 드라마 <분투(奋斗)>의 초반부에 남녀주인

공 루타오와 샤린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 두 사람은

시민공원에 위치한 잔디에서 데이트한다. 주변 상점에서 사온 과자

와 음료를 먹으면서 사랑을 속삭인다. 파란 잔디와 옆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배경으로 그들은 함께 있는 그 시간만을 즐긴다. 그리고

같은 드라마에서 다른 남녀커플로 등장하는 샹난(向南)과 양샤오윈

(杨晓芸)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야외 들놀이에서 서로 알게 되어 연

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한다. 나중에 소비지향적인 양샤오윈과 절약

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샹난은 가치관 때문에 이혼까지 하지만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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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야외에서 시작된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

투(蚁族的奋斗)>에서 남녀주인공 자오룽성과 숭추추도 시민공원과

대학에서 데이트한다. 시민공원과 각자 다녔던 대학들을 산책하면서

즐거웠거나 슬펐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순수한 사

랑과 감정을 표현하는 공공장소들은 드라마의 10~15회에 달하는 전

반부에만 배치되어 있어 드라마 후반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

인공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활동공간은 소비 공간에 의해 점령당

한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고위관료 숭스밍의 내연녀 하이자

오도 그의 첫사랑 샤오베이와 시민공원에서 데이트하고 함께 로드

샵을 구경하면서 최신유행을 감상하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본

다. 그리고 반값 이벤트 시즌에 평소에 눈 여겨 보았던 옷을 저렴하

게 구입한다. 그러나 하이자오가 고위관료의 내연녀가 되면서 옷들

이 빽빽이 진열된 로드샵을 벗어나 현대식 건물, 화려한 조명, 호화

로운 품위를 자아내는 인테리어를 한 백화점에서 신상의 옷들만을

구입한다. 백화점의 매장들은 투명한 유리로 신상 옷들을 자랑한다.

전시되어 있는 신상 옷들은 곡선 디자인으로 여성성을 강조한다. 그

리고 속옷 코너가 있는 벽에는 뛰어난 몸매로 섹시미를 풍기는 속

옷 화보가 걸려 있다. 그 아래에는 성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섹

시한 속옷들이 전시되어 있다. 하아지오는 화보 옆에 있는 섹시한

속옷을 만지며 자신이 입고 있는 10위안짜리 볼품없는 속옷보다 눈

앞에 50위안짜리 속옷이 비싸기는 하지만 확실히 아름답고 여성스

럽다면서 구입을 결정한다. 여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백화점의 속옷

코너와 자신의 청춘미로 고위관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하이자

오는 성적 매력으로 자본과 사랑을 획득하려는 욕망에 있어서는 서

로 합일점에 도달하게 된다.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에서 퉁쟈첸은 임신하였지만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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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침대를 예약할 수 없는 관계로 사립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였다. 딱딱한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공용의자들에 사

람들이 붐비며 문진을 기다리거나 등록 할 때도 줄을 서서 한참 기

다려야 하는 국공립병원과 달리 사립병원은 호화로운 유럽풍 소파

에 등록과 결제 등 모든 수속들이 기다릴 필요 없이 친절하게 진행

된다. 어두운 톤의 국공립병원과 달리 사립병원은 부드러운 불빛과

통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통해 우아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재

현한다. 내원 환자수가 많고 차갑게 환자를 대하는 국공립병원과 달

리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사립병원은 칠절함과 쾌적환 환경으로 내

원한 임신여성과 산모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준다. 퉁쟈첸은 사립

병원의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에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물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남편 류이양은 이를 악물

고 돈을 벌어야 한다. 퉁쟈첸은 류이양이 병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해야 하는지 모른다. 퉁쟈첸은 단지 자신과 아이를 위해

서 보다 좋은 병원을 추천하고, 국공립병원보다 비싼 병원비를 두말

없이 감당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산모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에서 나이트클럽, 노래방, 룸싸롱은 주로 남자들이 방문하는

여가소비 공간이다.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오색찬란한 불빛이 번쩍이

고 요란한 락 음악을 배경으로 현재를 열정으로 소비하는 나이트클

럽에는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으로 섹시함을 자랑하는 여성들과 양

주, 칵테일, 수입맥주 등으로 소비능력을 자랑하는 남성들로 붐비고

있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재벌 2세인

청펑이 있을 때만이 친구 우디와 스샤오멍은 청평을 따라 나이트클

럽에서 여가를 소비한다. 스샤오멍은 청펑에게 “너 아니면 내가 이

런 장소에 어떻게 오겠니?”라고 말한다. 재벌 2세지만 항상 외로움

을 겪는 청펑은 나이트클럽의 요란한 음악과 술로 외로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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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랜다. 그리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듯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나고

즐기고 다른 여자 친구를 사귀면 전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한다. 진

지함은 결여된 채 순간순간의 자극과 흥분만을 향유할 뿐이다.

젊은 청년들의 놀이장소가 나이트클럽이었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이 방문하는 공간은 고급 룸싸롱 혹은 고급와인클럽이다. 드

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부회장은 스샤오멍을

자기 라인에 섭외한다. 그리고 고급 룸싸롱에서 스샤오멍에게 접대

여성도 소개해주며 여가를 즐긴다. 황제 의자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

을 뽐내며 풍부한 충전재로 제작된 노란색 쇼파, 그 위에는 보라색

으로 디자인된 방음시설이 되어 있다. 시가를 피우고 양주, 하이네

켄을 마시고 훙뉴 고급음료도 한편에 비치되어 있다. 부회장은 샤오

스멍에게 “고생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즐기는 것도 익숙해져야

한다. 곧 너도 이런 생활에 적응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회유한다. 나이트클럽, 룸싸롱에 대해 생소했던 스샤

오멍은 서서히 유흥생활에 적응한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스샤오멍은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부회장의 사적 모임에 참가한

다. 부회장을 따르는 회사의 일부 임원들이 참여한 이 사조직은 고

급 와인클럽에서 회의를 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왕실 회의 장소를

연상케 하는 이 공간은 긴 테이블 양측에 각각 7~8명의 임원이 앉

는다. 상석에는 부회장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부회장이 앉은

의자는 왕의 의자를 연상케 한다. 테이블 가운데는 한척의 유럽범선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있고 벽에는 벽걸이 등

잔이 걸려 있다. 주변은 와인이 진열된 와인선반과 와인 통들로 장

식되어 있다. 유럽 기사의 갑옷도 장식용으로 놓여져 있다. 이 공간

에서 이들은 2000달러짜리 와인을 마시면서 상석에 앉아있는 부회

장의 라이벌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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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조종하는 범선에 올라타 부회장이 제공하는 고가와인을 마

시면서 바람 맞받아 항해하며 회장의 경영권을 뺏고 왕실 귀족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음을 재현한다.

드라마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인 공간은 사라지고 공

적인 공간을 대신하여 즐거움과 편리함이 있고, 과시할 수 있는 백

화점, 사립병원, 나이트클럽, 룸싸롱, 고급 와인클럽 등의 소비 공간

으로 전환된다. 공공성이 강조된 공간에서 소비 공간으로 바뀌는 것

을 통해 인물들이 소비의 즐거움과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으

며 사람에 대한 진지한 감정보다는 상대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환심

을 사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은 결여된 채 협력하는 계약관

계 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간으

로부터 드러나는 더 좋은 삶, 더 인정받는 삶은 단지 소비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통해 재현되었다.

3. 욕망이 분출되는 공간

욕망은 실제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타인

과의 비교우위에 있고 싶은 것이 곧 욕망의 핵심이다. 따라서 비교

가 있는 곳에는 욕망이 존재하고, 비교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은 욕망이 분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비교가 이루어지려면 비교의

대상과 비교의 척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가능하다. 위에서와

같이 돈은 수치화된 명확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돈을

매개로 거래 가능한 모든 경제영역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는 비교가 가능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놓이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다.

그러나 현실 생존상황과 꿈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좌절하고 달관

하게 된다.

소비 공간으로서 백화점과 요리점, 나이트클럽, 오락시설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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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 분출되는 공간이다. 생존터전인 주택도 욕망이 분출되는 공

간이 될 수 있다.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에서 집 없고, 자가

용 없고, 돈 없이 결혼한 주인공 부부 류이양과 퉁쟈첸은 친구의 초

대로 언니 천쟈오쟈오와 함께 친구의 신혼집을 방문한다. 친구는 빈

곤층 출신이지만 부자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교에 위치한 별장에

서 신혼생활을 한다. 집주인인 친구가 집을 구경시키 주면서 앞마당

면적이 100평에 달한다고 자랑하자 퉁쟈첸은 달관하면서 듣기만 하

는데 이에 반해 천쟈오쟈오는 “반드시 잘 이용해야 해. 수영장과 아

이들의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친구

가 주방은 양식주방과 중식주방이 따로 있으며 유럽 수입 가구들로

배치된 공간을 가리키며 여기는 식사공간이라고 소개한다. 천쟈오쟈

오가 부러워하면서 “가정부 2명이 필요 하겠네.”라고 말하자 친구는

실제로 3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과시한다. 천쟈오쟈오가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있던 내연남 황유웨이는 천쟈오쟈오에게 “그럼

내가 옆에 별장 한 채 사줄게. 서로 이웃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

자 천쟈오쟈오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천쟈오쟈오는 상류층

에 속하는 유부남 황유웨이를 사랑하고 임신까지 하지만 황유웨이

는 천쟈오쟈오를 위해 이혼하려 하지 않는다. 사촌동생 퉁쟈첸은 천

쟈오쟈오에게 황유웨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조심해서 만

나라고 말하지만 천쟈오쟈오는 황유웨이의 물질공세로 부터 헤어

나오지 못했다. 나중에 천쟈오쟈오는 낙태를 대가로 황유웨이로부터

집을 넘겨받았고 그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

았다. 천쟈오쟈오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

였지만 과거 황유웨이와의 불륜과계가 폭로되면서 이혼의 위기를

맞는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고위관료 유부남 숭스밍도 하이자

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이자오 언니의 집 구입에 필요한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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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하이자오 언니가 집을 구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영어과

외도 소개해주고 하이자오가 입고 싶은 옷을 살 수 있도록 용돈도

주고 고급별장, 이태리 수입명 품가구 등으로 하이자오의 마음을 얻

는다. 언니 하이핑은 빌려던 돈을 모두 돌려주고 숭스밍과 불륜관계

를 맺지 말라고 동생을 말렸고 지방의 교사출신인 어머니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창피하다.”라고 자책까지 하지만 하이자오는 숭스

밍과의 분륜 관계를 지속한다. 하이자오는 숭스밍의 내연녀로 살기

로 마음먹고 아이까지 임신하지만 나중에 숭스밍의 아내에 의해 아

이도 잃고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고, 숭스밍도 잃는 등 비극을 맞

이한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우디의 전 여자

친구 양즈시도 자신의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진지하게 자신을

사랑한 우디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친구와 동거한다. 남자친구는 양

즈시에게 카드를 주어 수많은 명품신발도 사게 해주고, 백화점의 고

가 브랜드 옷도 사주면서 그녀의 환심을 얻는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양즈시의 환심을 얻고 나서는 또 다른 여자들을 소유하려 한다. 양

즈시의 친구 린샤는 양즈시를 설득하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그만

정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남자친구는 꽃가게를 대가로 다시 양즈시

가 떠나지 못하게 묶어둔다. 나중에 양즈시는 임신한 채 버림받게

되고 낙태 후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비극을 맞이한다.

드라마에서 순수한 사랑과 스스로의 노력이 결여된 채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

는 물질욕망을 실현하려 했던 여성 캐릭터들은 모두 낙태를 하게

되는 비극을 맞는다. 낙태의 비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후회하

고 다시 도구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찾거나 비극적인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달

성하려 했던 소유 욕망은 강렬하게 분출된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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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큼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베이징 출신이지만 도시에 자기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댁에 얹혀 생활하는 류이양과 퉁쟈첸 부부는 부러워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무덤덤한 표정

으로 친구의 집 소개를 듣고만 있는다. 천쟈오쟈오는 친구가 갖고

있는 큰 별장과 친구와 같은 부유한 삶을 꿈꾸고 있고 그 욕망이

실현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류이양 부부는 부유한 삶

을 꿈꾸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유한 삶이 이미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변사람들의 부유함을 욕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꿈꾸는 삶은 단지

아이를 출산하여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

은 친구의 삶을 꿈꾸지도 않고 부유함에 대해서는 달관한 채 필요

한 일상소비를 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수입이 적은

데 비해 물가는 비싸고 남들이 다 한다는 표준을 따라가는 것도 그

들에게는 점점 힘들고 지쳐서 결국 이혼까지 하는 비극을 맞는다.

드라마에서 남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의 지붕에 올라가는 것으로 재현되었

다. 드라마 <베이징 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스샤오멍은 난

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고층건물의 가장 높은

곳인 지붕에 올라가서 고민한다. 친구 청펑의 아버지가 스샤오멍에

게 여자친구 선빙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대그룹에 스카우트 제의

를 했을 때도 그는 지붕에 올라서 멀리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진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에서의 주인공 자오룽성도 베

이징에 남고 싶지만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나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내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기숙사 지붕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만은 안 되냐고 한탄도 하고 남들이 베이징

에서 잘 살아가는데 나도 그들처럼 잘 될거야 라고 소리 높이 외치

면서 맹세도 한다. 자오룽성의 형 후이판도 일자리를 잃고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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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할 때 지붕에서 서성이며 멀리를 바라보면서 초조함을 드러낸

다.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지붕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리천장과도 같

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어렵게 버텨서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대변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한계를 뚫고 더 성

장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소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전까지 중국의 도시인구는 10% 수

준으로 도시화정도가 매우 낮은 전통적인 농업대국이었다. 모택동시

기 사회주의 공업화 건설과정에서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도시화

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완만하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1978년 등소평

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화는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1978

년까지 191개 도시, 17.9%가 도시 상주인구였지만 2013년에는 658개

도시, 53.7%가 도시 상주인구로 압축적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급

속한 도시화는 공업화와 더불어 농업대국에서 현대공업대국으로 전

환하였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강조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도농격차, 중앙과 지방의 격차 및 도시

내 빈부 격차 등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그 격차에는 소득격차, 복

지혜택격차 및 기회의 격차가 포함되는데 농촌출신과 중소도시 출

신들은 그 격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업, 상업, 노동의 기회를 찾아

보다 낫은 도시로 이동하지만 이주도시에서 정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마냥 어렵고 생존환경은 거대한 인구의 압력에 의해 악화되었

다. 하지만 미래에 더 나은 삶의 위해서, 자신과 자식을 위해 더 좋

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이동, 이주, 정착하여 성공한 삶을 살아보

려 분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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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격

차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만큼 지속적

으로 늘어났다. 도시 내에서도 개혁개방의 혜택을 누렸는지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계층이 출현하였고 주거공간도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주거 공간 외에도 도시에는 과거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공공장소 외에 소비를 즐기고 소비문화를 보

여주는 소비 공간들이 늘어났다. 청춘분투드라마들에서도 도시화 과

정에서 다양한 계층에 따라 분화된 주거공간과 소비 공간 그리고

그 공간들 속에 내재된 욕망들을 재현하였다.

드라마들에서 재현한 농촌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로서 생존주의와 절약정신이 들어난 생활공간이다. 사치를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모으고 미래를 위해 미리 대비한다.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와 발전에서 배제된 채 정체되어 있는 농촌

의 주거공간은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사회로부터 낙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져다준다. 청

년들에게는 인생이 망가질 듯한 불안감이다. 농촌출신의 도시욕망은

단지 더 많은 수입과 더 풍요로운 물질과 문화 소비를 향유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도시 시민으로서의 신분상승을 욕망

하고 정체된 농촌공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도시공간 속에서 다양

한 생존가능성을 획득하고 싶은데 있다.

도시의 빈민층은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배제된 도시의 근로자계층

과 도시로 상경한 농촌출신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허름하고 어둡고

오래된 건물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한다. 이들에게 문화적 소비는 사

치이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 주거공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실내 가구와 가전제품도 저렴한 것을 이용한다. 이들은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가족이 아플 때 대처하거나 더

큰 집의 소유를 욕망한다. 도시중산층은 국가와 시장의 성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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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공무원이나 화이트

칼라계층들이다. 이들은 생존을 넘어 생활에 문화를 가미한다. 화려

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정리되고 일조량이 충족된 현대식 건물에

서 일상에서 편안함을 안겨주는 가구들을 배치하고 여유로운 분위

기를 추구하면서 생활한다. 도시의 상류층은 개혁개방의 혜택을 최

대한 누린 신흥부자계층이다. 드라마에서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건설

사 회장으로 재현되는데 도시화를 통해 치부한 계층이다. 이들은 화

려한 인테리어와 유럽수입가구로 꾸민 단독별장에서 생활하는 것으

로 재현되었다. 중국사회에서 부가 무엇이고 과시를 어떻게 하는지

를 가르치듯 드라마들에서 출현하는 상류층의 거주공간은 모두 동

일한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지 못해 떠돌이 생

활을 하는 베이퍄오 청년의 꿈도 별장을 소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모든 계층이 욕망하는 꿈은 보다 화려한 주거공

간에서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생활하는 것인데 그 꿈은 권력과 물질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도시는 소비 공간들로 넘친다. 가장 대표적인 소비

공간이 요리점인데 중국의 청년들은 요리점을 통해 풍요로운 소비

를 즐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과시하기를 갈망한다.

그 외에도 백화점, 병원, 나이트클럽 등 소비 공간에서 현재의 편안

함과 즐거움을 소비한다. 드라마 전반부에는 시민공원, 야외, 대학캠

퍼스, 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다지지

만 드라마에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깊이 빠질수록 활동공간은 공

공장소에서 소비 공간으로 전이되고, 상대와의 진지한 관계들은 상

대를 이용하거나 상대한테 과시하는 행위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도구적 관계로 치환된다. 분투에 따른 사회적 성공과 더불어 소비

공간도 보다 화려해짐과 동시에 인간관계도 도구로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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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압축성장이 배태한 발전주의 욕망과

실천행태

1절 중국경제의 압축성장과 욕망의 분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현재까지를 두 개의 역사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면서 평등과 계급투쟁을 강

조했던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건설시기와 다른 하나는 1978년부터

덩샤오핑에 의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를 확립하고 현대화 건설에 매진했던 시기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낙후한 빈곤국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

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현재 중국공상단 창립 100주년 되

는 해인 2021년에 전면적으로 부유한 소강사회를 건설할 것을 1차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인 2049년에

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로의 달성을

목표로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78년 3679억 위안이었던 GDP총

액이 2016년에는 744127억 위안으로 200배 가까이 늘어났다. 1978년

부터 2016년까지 GDP연평균 증가율을 9.7%에 달한다. 글로벌 GDP

순위에서 중국은 1980년 8위에서, 2007년 독일을 제치고 3위로,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

상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의 GDP총액이 미국 GDP총

액의 40.54%에서 61.65%로 증가하여 구소련의 최고의 전성기의

66.7%에 접근했다(腾讯财经. 2018-01-3010)). 중국국가통계국 자료에

10) 腾讯财经. 2018-01-30. 中国GDP过去8年净增加量压制美国 相当于再造一个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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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1978년 385위안에서 2016년 53980위안

으로 140배 증폭되었다. 2015년 중국의 1인당 GDP가 52000위안, 약

8016달러에 달해 중등이상 소득국가에 진입하게 되었다(每日经济新

闻, 2016-10-2511)).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생산력이 낙후한 농업대국이었던 관계

로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근검절약하는 생활양식을 유지하였다. 건

국이후 국가의 발전이 줄곧 우선시되면서 중국인들은 제한된 물질

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전반에서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개인

과 가족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집단주

의 가치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개인들은 스스로의 욕망을 억제하면

서 생활했다. 국가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일상에서는 여

전히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유교적인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교에서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대우주에 대한

소우주로서 우주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유교에서는

타인과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중요시했다. 또

한 유교적 인간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수양을 통

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

해야 했다(이영찬, 2014). 즉 유교적 인간은 우주와 자연, 사회 그리

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자리하고 있고, 그 관계들을 조망하면서 조

심스럽게 실천하는 관계적 존재였다.

유교에는 풍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인(仁)이 있다. 공

자는 극기복례(克己复礼)가 곧바로 인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극기복

례에 대해 학자들마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창간(郑昌淦,

https://finance.qq.com/a/20180130/017581.htm
11) 每日经济新闻, 2016-10-25. 社科院：中国正式进入中等偏高收入国家行列
http://edu.sina.com.cn/bschool/2016-10-25/doc-ifxwztrt027840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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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은 극기복례가 개인의 인생수양과 관련된 문제로 일체의 언행

은 예의범절(사회규범)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는 예의범절을 언

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두웨이밍(杜维明,

2014)은 극기복례가 예의범절에 근거하여 수양을 닦고 실천을 규범

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극기를 수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만 욕망을 극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허빙디(何炳棣,

1992)는 극기복례를 도덕수양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고 문자 그대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리보(李

波, 2001)는 극기복례가 자신을 절제하고 규범에 따라 처사하는 것

일 뿐 특정시기의 규범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리저허우(李泽厚, 2008)도 극기복례를 예의범절에 맞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곧바로 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에 적용

하여 극기복례의 해석을 종합한다면 개인의 비합리적인 욕망과 예

의규범에 어긋나는 언행과 실천을 절제하는 것이다. 자연, 사회 그

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인간관에 비춰볼 때 욕망

과 언행 그리고 실천의 절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영위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활양식으로서의 유가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

회주의 등 관계를 중요시했던 정신적 가치들이 과학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충격을 받으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와 더불어 개

인들의 소유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국가, 사회 그리고 대가족 내에 속해 있었던 인간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개인으로 탄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혼인법>과 공사화 등 사회주의화 정책들을 동원하여 개인을 가족

과 부권에서 벗어나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계몽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유교는 타도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

통적인 생활양식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족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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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친밀공동체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1가구 1자녀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현재의 청

년세대들은 독신자녀로 혼자 성장하면서 개인 가치의 중요성을 인

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개인과 권리를 가족과 구분하여 사고하고,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욕망을 절제하고 관계를 중요시했던 유교적 전통가치에서 경쟁을

통해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대적 가

치로 전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중국사회를 욕망의 절제와 분출,

개인중심과 가족/친구/사회 등 관계중심의 차원으로 나누어 욕망 실

천행태에 따라 중국인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겠다.

욕망의 절제 욕망의 분출

개인중심 자기절제형 개인욕망 분출형

관계중심 더불어삶형 가족욕망 충성형

<표 6> 욕망 실천행태에 따른 중국인 유형화

자기절제형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조심스

럽게 살아가는 실천행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삶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현재에 만족하면서 생활

하는 유형이다. 더불어삶형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도 가족/친

구/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

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헌신적인 실

천을 자아실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욕망 분출형은 주변 사람들

과의 관계를 개의치 않고 개인의 권력과 물질 소유 욕망의 실현을

위해 질주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는 유형이다. 모험을 감내하

면서 욕망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한다. 가족욕망 충

성형은 개인차원의 욕망 보다는 가족 등 집단차원의 욕망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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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집단에 충성하는 유형이다. 그렇다면 포스트사회주의 베이퍄

오 청년세대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고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자신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며, 그 결

과 그들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드라마에서 재현한 인

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절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의 실천행태

인간의 삶은 욕망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된 이성과 도덕으로 욕망을 절제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이성과 도덕이 미숙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는 육체를 통해 감정으로

인지하는 욕망을 무분별하게 분출함으로써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

또한 욕망은 주체에 따라 개인차원의 욕망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

공동체의 욕망도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욕망에 대한 태도와 실천을

중심으로 개인욕망 분출형, 가족욕망 충성형, 자기절제형, 더불어삶

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욕망추구

행태로서 추구하는 욕망의 성격, 욕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

과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 실천에 대한 정당

화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영위하는 삶을 분석하겠다.

1. 개인욕망 분출형

드라마들에서 제1주인공은 물론 대부분의 인물들은 모두 개인욕망

분출형에 속한다. 권력이든, 명성이든, 부든, 명품이든 이들은 욕망하

는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성하지 않

은 채로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한다. 대표적인 인물로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남자주인공 자오룽성(赵荣生),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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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남자주인공 스샤오멍(石小

猛)과 조연 우웨이(吴魏), 양즈시(杨紫曦), 드라마 <분투(奋斗)>의

남자주인공 루타오(陆涛),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의 여자조연

천쟈오쟈오(陈娇娇) 등이 포함된다.

드라마에서 성별에 따라 욕망의 대상이 다르다. 자오룽성, 스샤오

멍, 우웨이, 루타오 등 남자주인공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멋진 업적을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는 반면에 양즈시, 천쟈오쟈

오 등 여자주인공들은 고가명품과 대도시 아파트, 상가 등 물질 소

유를 희망한다. 욕망은 주체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고 싶은 매개자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르네 지라르

(1961/2001)의 논의에 따르면 실제로 남자들이 욕망하는 것은 욕망

의 대상으로서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업적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이루어낸 성공인사의 사회적 신분이고, 여자들이 욕망하는 것은 명

품과 대도시 아파트와 상가가 아니라 대도시에 아파트나 상가를 소

유하고 있고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대도시의 소비주체들이다. 중국

사회에서 성공출세와 소비주체가 되려는 욕망은 2000년대 이후의

청년들만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은 아니다. 왕샤오밍(王晓明,

2000)은 1990년대부터 시장경제의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영웅 신화

로 성공인사 이미지가 이미 기존의 사회주의 영웅 신화를 밀어내고

중국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인사인 남자는

자본과 결재권 등 권력을 소유하고, 풍족한 수입으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풍요롭고 자유로운 물질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들이 미디

어를 타고 사회에 유통되었다. 왕샤오밍의 논의와 드라마들을 살펴

보면 실제로 개혁개방이후 많은 중국인들의 욕망은 남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성공인사가 되어 중국사회의 주체이자 가정에서 절대적이

지만 부드럽게 권위를 행사하는 당당한 가장을 꿈꾸고 있고, 여자는

남편 혹은 자신의 경제적 자본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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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의 주체가 되기를 욕망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도시의 사

회적 주체가 되려 한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과 달리 사회적 권력

주체가 아니라 소비 주체를 욕망하는 것은 개혁개방이후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절대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사회주

의 가치가 퇴조하고 그 자리에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많은

중국 여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들보다 직장에서 권력을 획득

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남자,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자유롭

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장과 사회의 자본과 권력에서 배제된 남성

들은 사회와 여성으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의 사회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이론에 따라 이들의 개인욕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권위지향형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남자주인공 자오룽성(赵

荣生),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남자주인공 스

샤오멍(石小猛)은 모두 가난한 시골출신들로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대도시에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

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1회에서 스샤오멍은

친구 우디(吴狄)에게 자신의 목표이자 우상이 우디의 형 우웨이(吴

魏)라고 고백한다.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이론에 따르면 스샤오

멍은 주체이고 우웨이는 스샤오멍이 모방하고 싶은 모델이다. 스샤

오멍의 욕망은 그의 모델인 우웨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드라마

1회에서 스샤오멍이 우웨이를 모델로 인정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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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우웨: 고작 양즈시라는 여자 때문에 (자결하려 했던 거야)! 멍청한

놈,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후에

이런 짓 하지 마. 자가용부터 바꿔. 자가용은 남자의 얼굴이야. 남자

는 어디를 맞아도 괜찮아. 하지만 체면이 구겨지면 안 돼... 여자 문

제도 해결 못하는 남자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어? (그리고 곧바

로 병실을 떠난다.)

...

우디: 배금주의 어불성설이야! 자가용이 남자의 얼굴이라고? 나의

팬더 자가용은 매우 좋은데 나한테도 잘 어울리고. 외관도 개성 있

고, 운전해도 안전하고. 그(우웨이)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많은 남

자들이 체면이 없겠네...나는 그(우웨이)의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가 싫어. 항상 돈의 구린내가 난단 말이지.

스샤오멍: 너(우디)는 나의 우상을 배척하지마. 그(우웨이)는 나의

분투 목표야!

우디:　스샤오멍, 너의 목표가 그 사람(우웨이)이면, 너는 모든 것

을 돈으로 따지는 인간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멸시할거야.

스샤오멍: 멸시하든 말든 상관없어. 너의 목 디스크나 치료 잘 해.

솔직히 너의 형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두 형제는 행복한 생

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줄 몰라.

동생 우디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웨이는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에

집착하고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공지향적인 배금주의

인물이다. 동생이 사랑 때문에 투신했을 때조차 위로 대신에 카드를

주면서 자가용부터 바꿔 체면을 세우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사

랑을 잃은 동생의 마음의 상처와 투신으로 인한 목 디스크의 상처

보다 돈으로 동생의 자가용을 바꿔주는 것으로 동생의 체면을 세우

는데 더 관심이 많다. 회사 일에 집착하는 우웨이는 동생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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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불평한다. 우웨이는 감

정적으로 동생 우디한테 따뜻한 사랑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디의 실

질적인 생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우디의 베이징 호구 등록도 우웨

이가 해결해주었고 우디가 생활하는 자그마한 집도 형 우웨이가 구

해주었을 만큼 우웨이는 감정이 아닌 돈으로 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드라마에서 우웨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미국유학을 하면서도 동생 우디를 챙겼다. 우웨이는 귀

국 후에도 무일푼의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잘나가는 금융회사

대표로 자수성가하였다. 이미 성공반열에 들어선 우웨이지만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고 금융가에서 제1인자가 되어 더 큰 성공과 명예

를 획득하는 것을 욕망한다. 스샤오멍이 우디에게 했던 ‘너의 두 형

제는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줄 몰라.’라는 말은 여

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동생 우디는 의지할 형이 있는데도 행복을

모르고, 형 우웨이는 이미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스샤오멍은

의지할 형도 없고 대도시에 생존의 터전인 집도 장만하지 못해 전

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형제를 부러워하게 된다.

드라마에서 스샤오멍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모델은 우웨이로, 욕망

의 대상은 우웨이가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무한한 자본 획득과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른 체면이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주체는 모델의

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망의 대상은 표면에 들어난 것

으로 허상에 불과하다. 주체의 실제 욕망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모델의 우월한 속성을 획득하는데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대도시에 집을 소유함으로써 연인과 행복

한 생활을 하려는 것은 스샤오멍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허상이고, 실

제 욕망은 성공한 사업가 우웨이의 속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수성

가하여 가부장적인 권위를 획득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에서는 왜 스샤오멍의 욕망을 집이라는 대상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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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재현하였을까? 집은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상징물이

다. 정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물질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가족

과 함께 생활하는 안락한 공간이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에서

집은 남자가 가정을 구성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숙을

의미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재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성 인물들

은 도시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이들의 분투에는 고향에

서 벗어나 도시 혹은 대도시에 정착하여 생활하려는 상위 도시로의

이주 욕망과, 자수성가의 욕망 그리고 권위적인 가장을 지향하는 욕

망이 투영되어 있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에서 스샤오멍은 개인

의 성공과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대그룹 회장이자 친구 청펑 아버

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인다. 그 대가로 여자 친구 선빙과 결

별한다. 이 대목에서 집은 스샤오멍이 여자 친구 선빙과 행복한 생

활을 기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샤오멍의 개인적 출세와 사회적 권

위를 추구하는 욕망의 상징물임을 알 수 있다. 스샤오멍이 평소 여

자 친구 선빙에게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스

샤오멍의 남성권위 지향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샤오멍 뿐

만 아니라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남자주인공 자오

룽성도 여자 친구 숭추추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다.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이론에 근거하여 스샤오멍을 대표로 하

는 권위지향적인 인물들의 발전주의적 욕망을 도식화하면 욕망의

주체는 스샤오멍이고 주체와 욕망의 대상을 매개하는 모델은 자수

성가한 우웨이이며, 욕망의 대상은 성공인사가 되는 것이고 욕망의

본질은 자수성가한 권위적인 가장으로서 성공하려는데 있다. 금융계

에서 활동하는 우웨이와 광고와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스샤오멍은

드라마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내적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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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를 띠게 된 것은 이들이 모두 성공과 물질, 권위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 권위지향형 욕망 구조

스샤오멍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남자주인공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

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고, 결혼적령기에 놓인 청년들인 만큼 집을 소

유하기 위해 분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지역

출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자수성가하여 대도시에

집을 장만하고 정착하는 것은 주변부에서 중앙으로 계층상승의 욕

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대도시에 정착하고 그 다음은 사

회적으로 성공하여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우디는 형

우웨이의 도움으로 대도시에 집을 장만하고 호구를 획득한 것에 만

족하지만 스샤오멍은 집을 장만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더 높

은 자리에 올라 아래 직원들한테 권력을 휘두르고 화려한 서양식

별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한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누구나 권력을 획득하고 과시하려는 권위지향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단지 그 욕망을 실천으로 노출하는지 그리고 자

신의 삶에 전면화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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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행지향형

드라마에서 여성 인물들은 남성 인물들과 달리 유행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소비와 대도시에서의 안락한 삶을 보다 욕망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그들은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그에 따라 늘어난 빈부격

차로 인해 사회로부터의 배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양즈시(杨紫曦)는 명

품소비를 추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친구 우디와 이별한다. 양즈

시는 특히 명품 신발에 대한 소유를 욕망한다. 그에겐 명품신발로

꽉 들어찬 신발장이 3개 있다. 드라마에서 양즈시는 신발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양즈시: 매번 나의 신발장을 볼 때마다 나는 안전감을 느껴...초등

학교 때 99원짜리 하얀색 운동화가 너무 낡고 더러워서 매일 등교

전에 하얀색 분필로 칠했어. 어머니께 새 신발을 사달라고 반나절이

나 요청해서 겨우 승낙을 얻었어.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새 신발 사

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 학년 2등 했지

만 소득이 적었던 어머니는 결국 새 신발을 사주지 않았어. 나는 신

발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창 앞에서 울고 또 울었어. 그 신발을 보고

있었는데 마치 그 신발도 나를 향해 우는 것 같았어. 나중에 결심했

지.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신발을 구입하겠다

고.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이론에 따르면 양즈시는 욕망의 주체이고 명

품신발은 그의 욕망의 대상이다. 드라마에서 양즈시는 스스로 모방

하는 모델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양즈시의 직업, 양즈시의 일상

생활 그리고 욕망의 대상에서 양즈시가 모방하는 모델을 간접적으

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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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즈시는 패션잡지사에서 그래픽편집으로 근무한다. 그는 드라마

에서 모델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 최신 유행 패션들을 백화점에서

빌려와 모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양즈시는 패션잡지를

편집하면서 잡지에서 나오는 유행패션을 입은 모델들을 모방할 것

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양즈시는 근무시간 외에는 많은 시간을 백

화점에서 보내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혼자 쇼

핑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후원자와 쇼핑하는 것으로 백화점 쇼

핑을 즐기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그림 4> 유행지향적 소비욕망 구조 

유행지향적 소비형의 욕망 구조는 양즈시 등의 인물이 욕망의 주

체이고 이들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델들, 배우들과 명품을 구매하

는 대도시의 소비 주체들을 모델로 백화점의 명품을 욕망한다. 이때

백화점의 명품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명품소비를 통해 소비주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들이 모방하는

모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낀다. 실제로 드라

마에서 양즈시는 신발장의 명품신발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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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이때 안도감은 사회적 유행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안전감이고, 소비의 주체에서 낙오되지 않은데 따른 안도감이

다. 이는 양즈시가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환경 때문에 사회적 유행

에서 낙오됨에 따라 느꼈던 수치심, 슬픈 감정과 조응을 이룬다.

드라마에서 많은 여성 인물들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최신유행 상품

소비를 욕망한다.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의 여자조연 천쟈오

쟈오(陈娇娇)나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장샤오옌(张

晓燕),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의 동생 하이자오(海藻), 드라마

<분투(奋斗)>의 양샤오윈(杨晓芸),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의

퉁쟈첸(童佳倩) 등은 모두 유행명품 소비를 욕망하고 있고, 도시에

서 소비의 주체가 되기를 욕망한다. 양즈시와 천쟈오쟈오는 드라마

에서 욕망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이 욕망은 사회적으

로 공유되어 있는 욕망이다. 인물들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억제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장샤오옌, 양샤오윈, 퉁쟈첸은 소비를

통해 소비의 주체가 되려는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

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유행명품의 소비의 욕망을 억제한다. 반면에 양즈시는 개인적인 욕

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은 명품을 소비할 수 없을 때 백화

점 점원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경험하는 소외감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 그 민감한 반응의 기저에는 유행상품을 소비할 수 없음에 따

른 수치심과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이 유형의 인물들은 소비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파멸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드라마는 설정 상 명품소비 욕망이 강

한 여성인물과 그 인물을 진지하게 사랑하지만 상대의 소비욕을 만

족시켜줄 수 없는 남자친구로 커플을 구성하였다. 이 유형의 인물들

은 능력은 없지만 진지하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소비욕구를 만족

시켜주지만 불륜과 같은 비도덕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 ‘성공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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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명품소비 욕망 때문에 비도덕적 관계를 선택하거나 능력 없는 남자

친구와 이별한다. 그러나 인물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불륜에 따른

낙태거나 가정과 사랑의 파멸이다. 결국 이들은 후회하고 소비욕망

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을 되찾으려 한다. 드라마는 인간관계를 홀대

하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소비욕망에 침통한 비판을 가한다. 드라

마가 주장하는 바는 행복은 소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

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 맹목적인 욕망 추구

이번에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떻게 실천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출세로서의 권위적인 가장을 욕망하

는 남자주인공들은 모두 일중독자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일에 몰입한다. 이들은 실적으로 회사와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하는 유형

으로 성과지향형 인간에 속한다. 이들의 일상에서는 일이 절대적인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일을 중심으로 배치한

다. 자오룽성, 스샤오멍, 우웨이 등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

다. 드라마에서 이들이 직장을 찾기 전까지는 연인이나 친구, 가족

과 식사를 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재현

되었지만, 이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 질주하기 시

작하면 회사일로 바빠져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축

소되어 주변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온다.

일상이 일에 의해 침식된 배경에는 이들이 소속된 조직의 요구와

치열한 경쟁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욕망을

압축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 145 -

권력, 명예, 부를 모두를 획득하려 하고 있으며, 매우 짧은 시간 내

에 욕망을 실현 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조급함도 엿보인다. <개미족

의 분투(蚁族的奋斗)>의 남자주인공 자오룽성(赵荣生)은 단계를 뛰

어넘어 말단직원에서 2급 직원으로 그리고 곧바로 한 개 팀을 총괄

하는 1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실

적을 내려는 조급함을 드러낸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

情故事)>의 남자주인공 스샤오멍(石小猛)도 20대 후반에 거대그룹

임원이 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을 욕망하면

서 그룹 총수를 제거하는데 일조한다. <분투(奋斗)>의 남자주인공

루타오(陆涛)는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직장경험도 많지 않은 상황에

서도 친아버지 부동산 개발회에서 건축가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꿈의 실현이든 권력의

획득이든 이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실현하려 한다.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등에 대

한 고민은 부재하다. 성공출세나 소비 주체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불법과 부도덕한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오룽성은 보험

회사에서 자기의 상사이자 입사를 도와주었던 순톄쥔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빼내어 비열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성

사시키고 실적을 올린다. 거액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의 권한

을 이용하여 결격사항이 심각한 보험계약도 처리해준다. 자오룽성은

절차를 무시한 보험계약 처리를 말리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까지 한

다. 자오룽성은 여자 친구에게 “내가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어? 내가

언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나는 이해할 수 없어. 다른 여자들

은 자기 남자 친구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데 너는 왜 다를까?”라는

원망을 한다. 여자 친구와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어머니에게도 자오

룽성은 “어머니, (나는) 추추가 좋아요. 나는 그녀를 많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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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경우 사랑과 분투는 함께 논의될 수 없어요. 일생에서

사랑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 기회는 이번 한번뿐일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고 자신의 모험적인 선택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다.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 앞에서 사랑은 궁극적 목적이었

던 개인의 성공 뒤로 밀려나게 된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우웨이는 금융시장

에서 1인자라는 권위적인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기를 욕망한다. 그리

고 그 욕망 실천을 위해 주가조작 등 금융관련 범죄도 불사한다. 우

웨이에게 법, 상도, 금융시장의 대다수인 개미투자자들의 애환은 안

중에도 없다. 금융시장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기 위해 수단, 방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고려하지 않고

욕망을 향해 돌진한다. 우웨이는 스샤오멍과 함께 대그룹을 소유하

기 위해 대그룹 회장인 청펑 부친의 주가조작 증거를 수집하여 감

옥에 보내버린다. 스샤오멍도 다르지 않다. 개인의 출세를 위해 대

그룹 회장이자 친구 청펑의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친구 청펑

이 자기의 여자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여자 친구와 이별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다. 그는 각서에 따라 친

구 청펑에게 여자 친구의 마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

다. 성공출세를 향해 질주하는 남자주인공 못지않게 소비주체의 욕

망을 꿈꾸는 여성주인공들도 자신의 욕망실현을 위해서 질주한다.

양즈시는 아름다운 명품신발을 자유롭게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공

부하여 대도시 베이징의 경제무역대학에 입학한다. 졸업 후에 패션

잡지사에서 근무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명품들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양즈시는 욕망 실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현재의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는 남자친구 우디와의 관계

를 접고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명품 소비 욕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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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켜줄 수 있는 재벌 2세에 의지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 드

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의 여자 조연 천쟈오쟈오(陈娇娇)도 자

신의 고가명품에 대한 소비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부남에

의지한다. 베인앤드컴퍼니에서 발표한 <2017년도 중국사치품시장연

구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사치품시장은 20% 성장했고 중국의 사치

품 소비자들이 글로벌 사치품 시장의 32%를 차지한다. 특히 1983년

부터 1997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세대들이 취직을 하면서 사치품 시

장의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에게 사치품 소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초조함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즉

윗세대들과 달리 학력이 높아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취직을

해도 수입은 적으며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작은 집조차 소유하지 못

하는 현실에서 오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이들

은 사치품의 소비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사치품

시장에서 주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中国经营网, 2018.01.2612)).

욕망 실현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주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고 순간순간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자

신의 선택에 면죄부를 씌우면서 일은 계속 진행된다. 드라마에서 이

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에 대한 책임을 부조리한 사회에

전가시키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자오룽성이 더 많은 자본을 보험회사

로 끌어들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보험 처리를 하려 할 때, 보험

처리 결정을 반대하는 여자 친구에게 “집을 사고 결혼해야 하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라고 말한다. 즉 결혼하기 위해서는 집을 장만

해야 하고, 집을 장만하려면 더 많은 실적을 쌓아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해야 하는데 그 실적을 쌓는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은 고민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배경도 없고 시골 출신으로 많지 않은 월급

12) 中国经营网(2018.01.26.). 8090后成为奢侈品消费主力，疯狂剁手背后是怎样的焦虑
与辛酸？http://news.cnfol.com/guoneicaijing/20180126/25955682_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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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면서 대도시에 집을 사고 결혼하려면 법과 원칙을 모두 지

켜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자오룽성뿐만 아니라 스샤오멍

도, 우웨이도, 양즈시도 모두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에서 소외 받고

있는 자신의 생존과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시킨다. 이들은 욕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릴 뿐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

는다.

이들은 자신의 부도덕한 책임을 자신이 처한 부조리한 사회적 환

경에 전가함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욕망 실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미래 행복을 위한다는 이유

로 자오룽성은 보험계약을 불법 처리 해주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

은 승진이 아니라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법당국의 조사였고 스샤오

멍은 여자 친구 선빙에게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마련해준다는 명목

으로 여자 친구와의 이별을 선택한다. 이들은 ‘우리’를 위한다고 주

장하면서 욕망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성공출세 욕망에 충실

했을 뿐 ‘우리’는 단지 위선에 불과했다.

이들은 욕망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합법

여부, 소진과 희생의 문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뒤

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비전과 반성은 결여되어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떠나 결과만을 지향하는 도구적 이성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해야 하는 경쟁상황에서 수단과 방법

에 대한 성찰은 부재하고 오직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한다. 자오룽

성, 스샤오멍, 우웨이, 루타오 등 성공출세지향적인 인물들은 부당하

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과 공격적으로 경쟁하고 승리하려 한다.

그들은 주변사람들을 돌보고 힘겹게 달려왔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성찰할 여유도 관심도 전혀 없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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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주지 않을 만큼 극단적이다.

주목할 점은 드라마의 작가들이 개인적 욕망의 충족만을 추구했던

주인공들이 자신의 이루고자 했던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리기 보

다는 오히려 이들이 보이지 않는 도덕적 힘에 의해 그들이 이룩하

고자 했던 삶이 파괴되는 것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에

서 개인적 욕망을 들어냈던 이들의 최후는 모두 도덕적인 엄벌을

맞이했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자오룽성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뻔 했고, 스샤오멍은 성공한

후에 여자 친구 선빙과 다시 연인관계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신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 스스로 선빙을 식물

인간으로 파괴시키는 결과를 목도하게 된다. 우웨이는 욕망을 위해

자신을 소진시킬대로 시켰고 나중에는 뇌암 판정을 받고 비극을 맞

이하게 되어서야 앞만 보고 달려왔던 과거를 후회한다. 양즈시는 진

정한 사랑을 포기하고 소비 주체의 욕망을 좇은 대가로 원하지 않

았던 임신과 낙태 그리고 불임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드라마들에서 개인 욕망의 실현을 위해 질주했던 이들에게 내려진

비판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사리사

욕을 위해 주변에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

대적으로 대한 데 있다. 드라마는 개인의 욕망을 분출한 이들에게

시민적 덕성 차원에서의 비판과 함께 사리사욕을 배격했던 유교적

가치에서 출발한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맹목적인 욕망 추구 행위는

꿈을 파괴할 만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4)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

이 유형의 인물들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도농격차, 빈부격차가 벌

어지면서 아픈 가족사를 경험했고,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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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더 이상 세상과 가족, 친구에게 무시와

배척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강자가 되기를 욕망한다. 이들은 가족

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배경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루타오 의붓아버지: 넌 돈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알아? 돈을 소유

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루타오: 저 몰라요. 모르니까 (돈을) 가져볼래요. 나는 당신의 얘기

를 믿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

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할

래요. 저는 당신처럼 책만 읽고 글을 쓸 줄 알뿐 지식을 부로 혹은

다른 유용한 것으로 전환할 줄도 모르면서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 탁자 좀 보세요.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지

않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혹시 변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자신감

과 자만인가요?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취직할래요.

저는 저의 생활을 할래요. 저는 반드시 독립할래요. 아니면 영원히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루타오는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정체된 가족

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출세하여 부

유한 생활을 영위하길 욕망한다. 루타오는 성공출세를 추구하는 자

신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

다. 드라마에서 루타오의 의붓아버지는 개혁개방 이전 세대를 상징

한다. 루타오 의붓아버지는 아들 루타오가 시장논리에만 휩쓸리지

말고, 타인에 피해주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으며 정직한 방식으로

차근차근 노력하여 일에서 성취를 얻기를 기대한다. 이는 타인과 사

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윗세대의 유교적 가치관과 사회지향

적 가치관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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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루타오는 자신을 키워준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도 않는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의붓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

개인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들떠있는 루타오와 사회

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붓아버지간의 충돌은 루타오

가 좌절을 경험하고 스스로 반성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루타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시장논리에만 매몰

되어 주택입주자의 이익 즉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했던 과거를 반성

하게 된다. 드라마 후반부에 루타오는 주택입주자들의 입장과 국가

가 추구하는 조화로운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면서 품질 좋은

친환경 건물을 건설하려는 마음을 먹는다. 이때 루타오의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 관련 전문가들을 아들에게 소개시켜주

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의 공동번영을 지향한 욕

망과 루타오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도

덕적인 욕망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루타오가 드라마 전반부에 욕망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의붓아버

지와 충돌하면서 이기적인 성공 욕망을 추구했다면, 가난한 시골출

신인 스샤오멍은 아예 가난한 시골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재한 것으

로 재현되었다. 가난한 시골출신인 자오룽성도 농촌사업가 어머니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대도시에서의 정착을 위해 버틴다. 스

샤오멍과 자오룽성 모두 가난한 고향에서 벗어나 대도시에 오기 위

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스스로 고백한다. 그들은 시골과 가난한 가정

배경에서 벗어나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마다 부모와 가족에

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으로부터 문제

를 해결할 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가

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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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는 혼자 버티면서 이겨내려 한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

을 때에는 가족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연락조차 취하지 않고

회피하려 한다.

성공한 이후에도 이들은 가족과 정서적 친밀감을 공유하기보다는

돈과 물질로 가족과 관계를 맺는다. 루타오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빈도와 가족 간의 대화가 더 줄어든다. 부모

님 댁에 새로 출시된 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꿔주는 것으로 아

들로서 효도했다고 자위한다. 우웨이도 실연 때문에 자살시도를 했

던 우디를 만나러 병실에 와서는 정서적 위로 대신에 카드를 주면

서 “유치한 짓은 그만해라. 자가용이 남자의 얼굴이야. 이걸(카드)로

자가용부터 바꿔라.”라고 말하고 가버린다. 성공을 했든 못했든 이들

은 가족과의 친밀감이 상실되고 돈과 물질로서 가족구성원의 제한

적인 역할을 하며 그것으로 흡족해한다. 이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돈으로 쉽게 권위

를 세울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

해서는 의미가 없거나 어렵게 생각한다.

이들의 사랑과 우정에 있어서도 가족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들은 모두 사랑하는 연인과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분

투하겠다고 말한다. 스샤오멍은 여자 친구 선빙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 행복이 자신의 성공출세의 바탕에서

만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선빙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자오룽성과 루

타오도 그들의 여자친구에게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출세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자 친구를 소외시킨다. 그들은 돈으로 물질로

여자 친구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여자 친구들은 그들에 대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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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감을 가지게 된다. 우웨이는 자신의 첫사랑을 다시 찾겠다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우메이에게 잘하려 하지만 우메이는

우웨이의 애정공세가 애틋함과 친밀함보다는 우디와의 경쟁과 자신

을 정복하려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이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위해 꾸준히 분

투하여 성공했지만 가난하고 힘든 시절부터 이들을 만났던 연인들

은 오히려 모두 떠나버린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사랑, 우정 등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관계

안이 아닌 관계 밖에 위치한 물질들을 통해서 실현하려 했다는 것

이다. 이들은 형으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남자친구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성공출세를 통해 획득한 물질로 해

결하려 했고, 물질로 행복을 찾고 자신의 권위적인 지위를 확인하려

했다. 양즈시도 안전감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명품들의 소비를 통해 획득하려 하였다. 행복을 위해 물질을 추구하

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들은 도구로 전락하여 물질을 위

해서 봉사하게 된다. 우디가 형 우웨이를 배금주의라고 비판하듯 이

들의 권력 주체, 소비 주체로서의 욕망은 권위주의 속성 때문에 조

화로운 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2. 가족욕망 충성형

드라마에서는 가족욕망에 충성하는 인물들도 많이 노출된다. 여기

서 가족욕망은 대부분 가족의 대도시 이주 혹은 가족의 행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출신들인데, 경제적으로 번영한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대도시에 정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과 함께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욕망한다. 이들

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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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추구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소시민들이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

斗)>의 후이판(虎一帆)과 장샤오옌(张晓燕), <달팽이 집(蜗居)>의

하이핑(海萍)과 하이자오(海藻) 자매, <분투(奋斗)>의 양샤오윈(杨晓

芸), 화즈(华子), 루루(陆露), 주터우(猪头), <나혼시대(裸婚时代)>의

류이양(刘易阳)과 퉁쟈첸(童佳倩) 부부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1) 가족지향형

가족욕망 충성형에 분류된 인물들은 개인의 성공출세보다 가족의

안위와 안락한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설정하는 최고

의 목표는 드라마 <분투(奋斗)>의 화즈와 주터우의 꿈과 같이 부자

가 되어 가족과 함께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출세

가 아닌 평범한 삶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유형에 속한

다. 특히 여성인물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욕망하고 실

천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일반가정에서 출생한 평범한 청년들이다. 시골에서 지역도

시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상급도시, 대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 상경

한 청년들도 있고 대도시의 평범한 혹은 주변부 가정 출신들로 일

상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다. 명문대 출신도 있고 일반대학 출신도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고졸출신도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과 시골, 가정에서 벗어나 대도시 시민으로서의 삶을 희

망한다. 지역 출신인 장샤오옌, 하이핑, 하이자오, 루루는 대도시에

정착하고, 소비의 주체로서 당당한 대도시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

다. 특히 대도시에 호적을 등록하지 못한 루루는 집뿐만 아니라 호

적 등록으로 불안한 타지인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대도시

출신이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화즈, 퉁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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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도 자신의 능력으로 집을 소유하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모두 생존

에 필요한 집은 물론이고 소비문화가 발달한 대도시에서 마음껏 소

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하이핑과

하이자오의 대화에서 이들은 왜 대도시의 생활을 욕망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이자오: 언니, 대도시가 좋아? 아니면 우리 고향이 좋아?

하이핑: 당연히 대도시가 좋지! 우리 고향이 무슨 재미가 있어! 우

리 고향에 대형박물관이 있어? 음악회가 있어? 아니면 세기명주탑이

있어? 이세탄 백화점이 있어?

언니 하이핑이 욕망하는 대도시의 삶은 대도시에서 가까스로 연명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물질적,

문화적 소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을 떠나 모든

중국청년들이 희망하는 문화를 소비하는 삶이다. 이들은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비

교경쟁에서도 낙오되지 않은 삶을 욕망하기도 한다.

드라마 <나혼시대(裸婚时代)>에서 여주인공 퉁쟈첸은 곧 출생할

아이를 위해 한 달 소득 전부를 고가 수입유아용품을 구입에 지불

한다.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시어머니가 비싸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퉁쟈첸은 “어머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출발점에서 낙오

하면 안 되죠. 출생 후 첫 3개월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비싸서 안

사려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라고 말한다. 퉁쟈첸

은 곧 출생할 아기를 위해 안전하다고 믿을만한 물건을 샀다고 굳

데 믿는다. 그러나 퉁쟈첸은 상품의 실제적 용도보다 유행하는 제품

을 산 소비행위에 더 만족스러워 한다. 아이가 출발점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도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어머

니임을 입증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곧 출생할 아이를 위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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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품을 사고 남편의 사회적 체면을 세우기 위해 백화점에서 고가

신발을 사주지만 정작 자신의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아낀다. 퉁쟈첸

은 임신하기 전까지 직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유아용

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도가 돌변한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순응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

지 않는다.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가

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소비력을

강화한다. 집, 고가 브랜드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통해 변화하고 있

는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주변사람들과의 소비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소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분투한다. 이들은 오직 ‘더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향유’하려는 평범한 인물들에 불과하다.

2) 안락한 생활을 위한 계산과 타협

가족욕망 충성형은 성공출세, 고가명품, 권위 보다는 가족의 가치

를 더 우선시하면서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는 편이다. 도시에서 사

회적 배경도 없는 이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신분상승

이 어렵다고 인식한다. 그나마 가능한 사회적 신분상승은 상급도시

에서 생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비와 생활스타일에 따라 사

회를 상중하계층으로 구분하고, 자신이 최하층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거부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와 회사조직에

서 개인이익과 조직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이익에만 충실하

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최하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분투할 따름이다.

이들은 취직과 승진을 단지 소득 증대와 사회적 체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의 실질적 이익에 충실하다.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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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착도 없고 동료들과의 관계

도 소원하다. 회사를 통해 소득 증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이직을 준비한다.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소득

증대 외의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만 충실하다. 직장에서의

성취보다 개인의 소득 증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하이핑은 가족과 함께 대도

시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과 출세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하이핑은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

인 근무에만 충실하게 집행한다. 퇴근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과외를 하기 때문에 상사의 야근명령도 거부한다. 그렇다고 직장생

활에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 과외를 마친 하이핑은 심야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혼자 야근하면서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의 이익에 더 충실

하면서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은 저버리지 않는다. 그만큼 이들의

삶은 팍팍하다. 드라마에서 하이핑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물질과 문

화소비를 즐길 여유가 없을 만큼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으로 재현되었다.

2017년 베이징의 평균 월 근로소득이 8467위안인데 2018년 3월 베

이징의 부동산 평균가격은 평당 54597위안이다13). 부동산 가격 대비

소득의 격차가 크고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경제적 도움 없

이는 30~40%에 달하는 선불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범한

중국인들은 소득을 늘여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외에도 한

두 가지 부업을 병행하면서 생활한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부동

산 가격과 소비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성공

과 출세하지 못하면 부업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대도시

13) 2018. 05. 15. 我国今年房价下跌最多的五个城市 除了北京还有新城市上榜
http://hz.house.ifeng.com/detail/2018_05_15/51463826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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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삶의 모습이다.

드라마에서 가족욕망 충성형 인물들도 개인욕망 분출형 인물들과

다르지 않다. 모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개인욕망

불출형 인간들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호화로운 서양식 별장에서 생

활하면서 부유함을 넘어 능력과 권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와는 달

리 가족욕망 충성형 인물들은 집을 소유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개

인과 가족이 사회 최하층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비능력을 과시하는 데에서 멈춘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의 하이핑은 가족욕망 충성형 인물의

전형이다. 그는 낙후한 지역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번화한 대도

시에 정착하기 위해 집을 소유하려 한다. 면적이 작고 시설이 낙후

한 셋집 환경 때문에 갓난아이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부탁한다.

하이핑은 고향에서 성장하는 딸이 자신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대도시에서 직접 딸은 키우기로 마음 먹는다. 하이핑은 가

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집을 장만한다.

하이핑한테 있어서 집은 단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실

용가치에만 국한되지 않다. 하이핑이 욕망하는 집은 명문대학 출신

답게 집의 면적이나 인테리어 등 면에서 도시 최하층과는 구별되는

아파트이다. 하지만 하이핑은 새로 장만한 집이 그가 무시했던 도시

최하층인 셋집 주인의 집보다 못하다고 인식 했을 때 만족감보다는

결핍감을 느낀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지인 최하층의 생활표준을 넘

어서지 못함에 대한 허무함이다. 그 허무함을 통해서 하이핑이 욕망

했던 집은 단지 생존공간으로서의 집만이 아니라 사회최하층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집임을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서 가족욕망 충성형 인물들은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낙후한 고향에서 벗어나 대도시의 현대식 신축아파트에

서 여유롭고 안락한 생활을 희망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안락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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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노력은 자신을 발전을 위한

분투임과 동시에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가족의 번영을 위한 책임의

실천이기도 하다. 혼자가 아닌 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는 만큼

부담은 더 크고 무겁다. 그 무거운 현실과 삶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팔고, 부조리한 사회와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에서 시골출신 장샤오옌(张

晓燕)와 남자친구 후이판(虎一帆)은 대도시 베이징에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기 위해 차근차근 돈을 모은다. 장샤오옌은 남자친구와 돈을

아껴가며 모으면서도 매달 시골집에 생활비를 조달한다. 나중에는

시골 가족의 대도시 정착에도 책임을 짊어진다. 회사 사장은 장샤오

옌한테 자신의 내연녀만 되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장

샤오옌은 유혹을 물리치고 후이판과의 사랑을 지키려한다. 그러나

탐욕스런 둘째 언니가 고향에서 금융사기에 연루되면서 가족이 심

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자 장샤오옌은 사랑보다는 가족을 지키

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후이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장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후이판은 집 장만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장샤오옌 가족은 후이판

에게 베이징에 집을 마련해야 결혼을 허락해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후이판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된 일도 참고

견딘다. 대학에서 프로그램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대도시에서 전공에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빨리 집을 마련해서 결혼해야

하고, 또 집안 사정이 어려운 장샤오옌을 돕기 위해 가전제품 수리

공으로 근무한다. 돈을 벌수만 있다면 이상도 꿈도 모두 내려놓고

생활전선에 투입 되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사와 연합하여

고객에게 싸구려 짝퉁 부품을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고, 부품이 문

제가 없는데도 고장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더 많

은 돈을 모은다. 후이판은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고객들한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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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갖지만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행위가 적발

되어 회사에서 쫓겨난 후이판은 ‘내가 잘못한 일이니, 처벌 받아 마

땅하다!’라고 말하면서 후회한다.

대도시 정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후이판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

무원 시험에 통과만 되면 가족과 대학동기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정

부 공무원 혹은 적어도 학교 선생님으로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말

한다. 지역도시에서 줄곧 국가체제 내에서 생활했던 후이판의 어머

니는 아들이 대도시에서 분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안정된 생

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후이판은

자수성가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또한 장샤오옌과의 행복한 결

혼생활을 위해 보다 힘들더라도 대도시에 남아 창업하기로 결심한

다. 드라마에서는 후이판은 노력 끝에 대도시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

라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재현되었다. 즉 대도시에서의 배경도 가지

지 못한 소시민이지만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다보면 성공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하이자오는 언니 하이핑의 집 장

만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관료 숭스밍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개인의 물질적 소유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미모를 팔았던 양즈시와는

달리 하이자오는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을 던진다.

하이자오는 가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가족, 특히 언

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해주는 고위관료 숭

스밍을 좋아한다. 하이자오는 남자친구 샤오베이과 내연남 숭스밍,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면서 샤오베이한테서는 정서적 사랑을, 숭스밍

한테서는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즐긴다. 하이자

오가 남자친구 샤오베이에게 언니 집 장만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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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탁했을 때, 샤오베이는 ‘우리가 왜 너의 언니의 허황된 욕망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라고 되묻자 하이자오는 ‘내 가족이고 언니

니까!’라고 대답한다. 하이자오는 가족관계와 가족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수단과 과정을 불문하고 가족 일이면 반드시

앞장서는 맹목성을 가지고 있다.

하이자오는 언니의 대도시 정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한 개인의

솔직한 사랑을 대의로 삼아 고위관료 숭스밍과 불륜을 저지르고 사

생아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혼외가정을 갖는 것에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언니 하이핑의 대도시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어

머니는 막내딸 하이자오의 불륜과 사생아 임신 사실을 알고 수치스

러워 했다.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라고 한다. 그리고 큰 딸에게는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며 분노한다. 부모세대든 청년세대든 모두

대도시 정착을 욕망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욕망한다. 부모세대는 지

역도시에서 지출을 아껴가면서 손주를 돌보면서 자식들의 대도시

정착과 꿈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그러나 부모세대는 타인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절약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잘 살아보려는 가족의 욕망에 충실하다.

이들은 모두 대도시에 정착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개인적 욕구가 있지만 드라마에서 재현했듯이 가족의 욕망과

사회적 현실 앞에서는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거나 자

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며 부조리한 사회와 타협한다. 이들을 통해 가

족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가족의 욕망에 충성하는 인간상을 볼

수 있다. 욕망이든 그에 따른 범죄든 잘못이든 가족의 이익이 전제

될 때 옳고 그름보다는 맹목적으로 가족에 유리한 편에 서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한 단면도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개인욕

망 분출형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책임을 부조리한 사회로 돌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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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사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욕망

분출형 인물들처럼 뻔뻔하지는 않다. 현실 앞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거나 무

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죄의식을 지니고 있다. 하이핑은 남편 수춘과

하아자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

로 스스로를 자책한다. 남편 수춘이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공안당국

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하이핑은 “모두 나의 잘못이야. 나는 매우

탐욕스러운 여자였어. 나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수춘이 감옥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야! 나는 두려워!”라

고 말하며 집을 욕심냈던 자신을 탐욕스럽다고 비판하고 지난 과거

를 후회한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하이자오는 샤오베이

에게,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에서 장샤오옌은 후이판

에게 줬던 마음의 상처에 대해 죄의식과 미안함을 느끼면서 정면으

로 그들과 대면하지 못한다.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채로

멀리서 그들을 바라만 볼뿐이다.

드라마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욕망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가족

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들이 많다. 가족의 번영과 안녕

을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통적인 가족가치 앞에서 수단과 방

법에 대한 문제제기, 문제의 본질로서의 욕망에 대한 반성 등은 부

재하다. 가족의 가치 때문이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덜어주기도 하지만 드라마 작가는 인물들마다 잘못

된 행위에 대해 침통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이자오는 고위관료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언니 일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었지만,

그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독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하이자

오는 숭스밍이 마련한 화려한 고급빌라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사

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외롭게 생활한다. 마음대로 물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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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친구와 가족들을 떳떳하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당당함은 오히려 박탈당한다. 그리고 숭스밍은 아내

를 폭행하여 유산시키고, 하이자오는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불륜을 선택

한 장샤오옌도 사장 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불륜관계를 접게 된다.

욕망 때문에 자기 가족의 행복을 타인 가족의 불행위에 영위하려

했던 이들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욕망 추구행위에 대해 작가는 혹

독한 처벌로 비판을 가한다.

3) 의리로 맺어진 인간관계

가족욕망 충성형은 가족애, 우정, 의리로 가족 및 친구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더

라도 가족과 친구만큼은 먼저 돕고 지켜주려 한다.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회사 동료와 같은 친밀성이 약한 관계에

대해서는 냉담하기도 하다.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서 언니 하이핑(海萍)은 축의금이 아

깝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이핑의 관

계망은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 하이핑은 집 마련을 위한 돈을 모으

기 위해 남편과 매일 국수를 먹는다. 그러나 주말마다 동생 하이자

오가 방문하는 날에는 요리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대접한다. 언니 하

이핑이 동생 하이자오한테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이자오도 언니 일

이면 발 벗고 나선다. 심지어 언니 일가의 집 마련을 위해 고위관료

숭스밍과 내연관계를 맺기도 한다. 끈끈한 관계인만큼 그 책임과 의

무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과정에서 부정도 저

지른다. 이런 끈끈한 관계 때문에 하이핑의 집 소유 욕망은 가족 전

체의 욕망이 되어버린다. 부모님은 하이핑이 빨리 집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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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동생은 언니에게 신축건물을 소

개해주고 돈 문제도 해결해준다. 개인의 욕망이 끈끈한 관계에 의해

집단적 욕망으로 변신하고, 집단구성원은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욕망인 듯한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양상

을 갖게 된다.

이런 끈끈한 관계는 자신의 헌신과 더불어 상대에 대한 기대를 갖

게 되는데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하게 된다.

하이핑이 남편 수춘에게 시댁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자 수춘은 못

하겠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하이핑은 가족인데 그런 부탁도 못하냐

고 화를 낸다. 하이핑도 시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가족

이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

각한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도 끈끈한 의리를 강조한다. 드라마

<분투(奋斗)>에서 주터우와 화즈는 중고차 거래, 짝퉁도서 사업, 동

남아음식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이들은 동남아음식점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들에서 모두 실패한다. 매번 부채 문제가 걸려 있

을 때 그 책임의 대부분을 주터우 혼자 짊어진다. 주터우는 “내가

제안한 사업 아이템이었으니까 그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지. 화즈,

다음에 좋은 사업 아이템 있으면 다시 찾아올게. 그 때 같이 하자

고.”라고 말한다. 주터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에 모

두 참석하려 한다. 주터우의 인간관계와 의리는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터우는 결

혼하기 전 아내 루루한테 “내가 자기 가족을 책임질게, 자기의 벙어

리 동생은 나의 동생과 다르지 않아.”라고 말하며 가족을 보호해줄

것을 다짐한다. 주터우는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며 돈을 벌지만 가

족과 친구의 의리를 지키는 따뜻한 인물로 재현되었다. 드라마 작가

는 주터우가 중고차 사업, 짝퉁도서 거래, 고금리대출 등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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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돈을 벌 때면 사업을 실패시키지만, 합법적으로 동남아음식점을

경영할 때는 사업적인 성공을 가져다준다.

정과 의리를 바탕으로 가족욕망 충성형이 맺고 있는 끈끈한 인간

관계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듯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그 관계에 함몰되어 비이성적인 충성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

나 드라마에서 작가는 인물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륜, 불법거래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

만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지향성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정성 있게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쳤던

하이핑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학원 원장으로 성공했고,

친구 의리를 중요시했던 주터우는 동남아음식점으로 성공하였다. 사

랑하는 애인에 최선을 다했던 후이판은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설립

하는 것으로 자신의 꿈도 되찾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였다.

3. 자기절제형

개인욕망 분출형과 가족욕망 충성형 인간들은 스스로에 대한 관조

는 결여되어 있고 타인과의 경쟁과 욕망에 집착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자기절제형 인간들은 자신을 관찰하고 반성하며 타인과 조화

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려 한다. 스스로 자신을

관조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괴리가 있는 욕망들은 억제하면서 현재

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이들은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즐

기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현재의 생활에 집중하는 유형

이다. 드라마<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린샤(林夏), <달

팽이 집(蜗居)>의 수춘(苏淳), <분투(奋斗)>의 샹난(向南) 등이 이

유형의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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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된 일상을 조심스럽게 영위하기

드라마에서 이 인물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유형이다. 드라마에서 자기절제형으로 재현된 남자들은 현

실 중국사회의 대다수의 일반 남성들과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는 직

장 일을,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열심히 한다. 일에 대한 결과와 보

상 보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회사에서는 직

원으로,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이들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이들은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성과나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

다. 드라마에서 이들은 모두 회사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은 평범한

직원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주어

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서는 가사노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거

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즐긴다. 드라마에서 이 유형의 인물들의 일과

관련된 씬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수춘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존재

감도 크지 않고 승진에 욕심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들은 부

유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마음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은 직장보다는 오히려 가정에

있다. 린샤는 집에 오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에 시달리

고, 수춘과 샹난은 집에서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 고생한다며 늘어

놓는 아내의 불평불만에 시달린다.

수춘와 샹난 모두 가사노동에 적극적이다. 아내가 시키는 일이면

이들은 두말없이 따른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

는 수춘의 아내 하이핑과 샹난의 아내 양샤오윈은 발전 욕망이 없

고 진취적이지 않은 남편들에 대해 불만이 많다. 특히 현실 문제에

있어서 자기절제형과 가족욕망 충성형의 갈등을 통해 자기절제형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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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춘: 졸업시즌에 나는 당신의 고향이든 내 고향이든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갔더라면) 적어도 현재는 그 지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당신은 꼭 대도시에 남으려 했어요.

하이핑: 도시인이 돼야죠. 우리들 고향에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

요? 여긴 번화하기도 하고 고층건물도 즐비하고 스리양창은 대도시

의 멋이 있잖아요. 고향에 있어요? 비교 가능해요?

수춘: 맞아요. 비교 안 되죠. 쟝저우(상하이)의 가게는 좋지만 당신

이 거기에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쟝저우의 음악회는 좋았지만 한

번도 감상한 적은 없죠? 쟝저우는 또한 국제 대도시여서 당신이 집

을 장만하기도 어렵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죠. 집 장만은 마치

해변가의 조개껍데기 줍기와도 같아요. 가장 큰 것만, 가장 예쁜 것

만 주울 수 없어요. 가장 적합한 걸 주우면 그만이죠.

번화한 이미지에 현혹되어 대도시의 삶을 향유하려는 아내 하이핑

과 달리 수춘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자신의 상황에 적합

한지 여부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다고 수춘이 현실에만

집중하고 안주한 채 전혀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춘도 해변가에

별장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가족들과 자유롭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

려 한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 현실과 떨어진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꿈은 꿈대로

꾸고 일상은 현실에 근거하여 조심스레 절제하면서 생활하려 한다.

이들은 스스로 분투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 물질적으로 보다 풍요

로운 삶을 살기 보다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아끼고 절약하

면서 생활하려 한다. 아이 용품일지라도 아껴가면서 소비할 것을 주

장하는 수춘, 신혼이불을 준비할 때도 50위안을 절약하려고 싼 가게

를 찾아다니는 샹난은 절약하는 이미지와 더불어 구두쇠 같은 이미

지까지 비친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수요가 적합한지의 여부가 중요

할 뿐 다른 사람과 경쟁에는 관심이 없다.

자기절제형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 실현보다는 가족의 안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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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강렬한 욕망일지라도 가족의 안위

가 전제되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혼자 고통을 감당할 뿐 가족을 혹

사시키지 않는다. 하이핑은 대도시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 남편 수춘

더러 시댁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수춘은 집에 손을

내밀지 못한다. 오히려 집 구입 계획을 조건이 갖춰진 이후로 미루

려 한다.

수춘: 하이핑, 나 진짜 말씀 못 드리겠어. 어르신들 돈을 모으기

쉽지 않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나날을 보내왔어. 젊은

시절에는 어른을 모시고 아이도 키워야 했고, 어른을 보내고 나서도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이게 그분들한테

공평한 걸까? 만약 그들 세대였다면 우리가 지금 돈을 드려야 해.

그분들이 우리더러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

마운 일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수춘도 하이핑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정착하고 보다 안정된 삶을

기대하면서 집을 소유하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부

모님을 혹사시키려 하지 않는다. 아내의 강요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

춘은 결국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 구입에 필요한 선불

금을 일부를 마련한다. 부모에게 피해를 주고 않고, 삶의 무게를 스

스로 감당하려 한 것이다.

가족과 전통적 가치는 이들의 욕망 실현을 추동하는 촉매제이면서

더불어 이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중용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

다. 가족은 이들이 생활하는 현실적 토대로서 현재 일상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실천의 출발점이자 귀

결점이다. 하이핑이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려하는 행동들은 수춘이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욕망을 추동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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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춘도 귀향과 대도시 정착 사이에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 대도시

정착을 선택했던 만큼 대도시의 삶을 욕망하지만 일정한 소비능력

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낀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오는 불안함과

과욕에 의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상의 흔들림에서 오는 불편함이

다.

<그림 5> 자기절제형 욕망의 구조 

자기절제형의 대표적 인물인 수춘의 욕망 구조를 살펴보면 욕망의

주체는 수춘이다. 아내와 함께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대도

시에 정착하려 했던 수춘의 내적매개에서 욕망의 대상은 대도시의

삶이다. 그러나 그의 욕망의 대상을 연계시켜주는 모방의 모델은 대

도시 시민이고 수춘의 내적매개에서 욕망의 본질은 낙후한 고향보

다 환경이 우월한 대도시의 시민 신분을 갖고 싶은 것이다. 현재 신

분보다 우월한 대도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그 욕망은

수춘의 외적매개에 의해 억제된다. 수춘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보다

가족의 안녕을 더 욕망한다. 즉 외적 매개에서 수춘이 욕망하는 대

상은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있다. 수춘이 모방한 모델은 수양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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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절제하고 중용의 가치를 지켰던 군자로, 전통적인 문인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춘이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중용의 가

치를 지키면서 욕망을 억제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로 무난한 일상

을 영위하는데 있다.

불안과 불편함은 욕망을 절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춘이 회

사에서 시장 처남으로 오해받으면서 벼락 승진하자 평소에 그를 무

시했던 상사와 주변동료들이 그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고

뇌물을 주며 잘 보이려 한다. 수춘은 이런 상황이 즐겁기보다는 자

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진하고,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그는 더 많

은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음에 따른 불안한 생활은

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보다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소비보다

는 절약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시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

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자기절제형은

궁극적으로 관계 지향적이면서 가족 지향적이다. 경쟁이 아닌 조화

로운 관계의 지속을 욕망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지속을

욕망한다. 드라마는 평범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와 갈등을 경

험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기절

제형 인물들이 행복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을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다.

2) 조화로운 인간관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목표로 하는 자기절제형 인물들은 조

화로운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충돌을 야기하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

어나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맺는다. 회사에서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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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경쟁대상을 만들거나 다

른 사람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친구와의 관계도 안정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이 중국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상황에서

무능하고 고지식하다는 평을 듣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능력부족으로

무시당하면서도 의리와 정의로 버티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지향적인 아내나 가족 등 주변의 영향에 의해 더 많은 부를 축

적하고 싶은 욕망이 작동되면서 시장논리에 침식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들은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적어도 자신의 욕망

실현 때문에 가족을 혹사시키려 하지 않는다. 수춘처럼 집을 구입하

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샹난처럼

결혼 준비도 아껴가면서 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간소화하

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가정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춰가며 배우자에게 협조하고 구성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한다. 수춘이 아내 하이핑과 싸우지 않는 데서도 이

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내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

니다.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타인한테 피해를 안주

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아내와 싸우기보다는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욕망을 인간관계 아래에 위치시킴으로서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절제한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린샤(林夏)는 고등학

교 시절부터 청펑을 사랑하고 청펑을 위해 자신의 성적인 욕망도

절제하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청펑은 린샤의 진정한 사랑을 알면서

도 회피하고 선빙을 좋아한다. 린샤는 청펑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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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접지는 못하지만 친구 선빙 때문에 스스로 청펑과 거리를 두려

한다. 나중에 린샤는 주식시장의 거물인 유부남 사오화양과 진지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암에 걸린 사오화양 아내가 찾아와서 이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자 린샤는 사오화양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단을

내린다. 린샤는 청펑과 사오화양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

랑이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인식

할 때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했다. 선빙은 린샤의 친구로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오화양 부인은 린샤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린샤는 그 어떤 사람이든 자신 때문에 불행

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기절제형 인간은 주변의 친밀한 관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생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입

장에서 문제를 생각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드라마에서 주요 인물들을 연계해주면서 관계를 지속시켜

주고,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드라마에서 주목 받지 못하

는 주변인물이고,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편이다. 드라마 <달팽이 집

(蜗居)>에서 하이자오의 남자친구 샤오베이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드라마에서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하이자오의 불륜을 발견하고

떠나는 것으로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다. 드라마 <베이징사랑이야

기(北京爱情故事)>의 린샤는 갈등 많은 친구들을 연계해 주고 약자

인 양즈시를 도와주는 등 착한 인물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랑 혹은 일에서 성취가 있지만 린

샤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어디에서도 성취 없이 평범하게 혼

자만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자기절제를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

하지만 그 평범함에 대해 느끼는 무미건조함도 발전주의 망탈리테

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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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불어삶형

자기절제형은 개인 차원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

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더불어삶형은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함과

더불어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실천한다.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청년분투 드라마

에서 더불어삶형 인물들은 적지만 비교적 선명하게 돋보인다. 개인

욕망 분출형의 대척점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재현되

고, 개인욕망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욕망 분출형 인물을

감싸주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여자주인공 숭추추(宋楚楚), 드라마 <베이징사

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의 여자주인공 선빙(沈冰)이 가장 대표적인

더불어삶형 인물들이다.

더불어삶형 인물들은 소유에 대해 절제하고 경쟁에서 벗어나 자아

성숙을 욕망한다. 소유에 대한 절제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포기할 줄 아는 삶이다. 자아성숙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

으로 적극적으로 성장 욕구를 실천함과 더불어 타인을 포용하고 동

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갖

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성찰과 외부의 시장논리에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과 실천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서

고 있다.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명품과 낭만을 소비하는 현대사회의 유행과

달리 이들은 돈과 소비 모두에 관심이 없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진지한 사랑의 실현, 따뜻한 인간관계의 실천과 가족, 친구, 더 나아

가 사회를 위한 자신의 헌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드라마 <개

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여자주인공 숭추추(宋楚楚)는 BMW회

사에서 인정받는 영업사원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들과 소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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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실적이 좋았던 숭추추는 성과만 추구하는 다른 동료들의 질

투와 시기의 대상이다. 그러나 숭추추는 주문계약 때문에 거래처 대

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스스로 영업직이 자신

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를 그만둔다. 사회에

서 자신의 역할을 찾던 와중에 그는 동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농

민공 출신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을 교육하는 공익적인 일을 시작한다.

지역출신이지만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BMW회사에서 인

정받는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은 숭추추에게도 대도시에서 생

활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간 숭추추가 자오룽성에게 책을 전달하러 다시 대도시

로 올라와 생활하는 것은 대도시의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욕망을 대변한다. 이때 숭추추는 내면적 욕망의 주체이고 그의 욕망

의 대상은 대도시에서의 생활이며, 그가 모방하고 있는 모델은 대도

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이다. 그러나 숭추추가 모방했던 것을 엄격하

게 구분한다면 대도시 시민의 생존방식이 아니라 대도시 시민의 생

활이다. 즉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 생존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농민공과 같은 대도시의 약자들과 상생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공산당 간부인 숭

추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드라마에서 숭추추 아버지는 스스로 자

신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

다라고 웅변한다. 숭추추 아버지는 개혁개방 이전의 혁명세대를 상

징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와 사회주의 가치지향도

상징한다. 숭추추는 그의 아버지를 모방하여 상생과 협력의 인간관

계를 욕망하는 것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의리를 강조하는

혁명세대의 가치관과 공동번영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는 국가

의 사회주의 가치지향과도 겹쳐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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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삶 형의 욕망의 구조를 살펴보면 욕망의 주체는 숭추추이

고 내적 매개에서 욕망의 대상은 대도시의 삶이다. 그리고 모방하려

는 모델은 대도시의 시민인데 숭추추의 본질적인 욕망은 대도시의

생활을 영위하려는데 있다. 그리고 숭추추는 외적 매개에서 농민공

과 그들의 자녀들 등 사회적 약자와 협력과 상생하는 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추구한다. 그 욕망의 대상을 이어주는 모델은 상생과 협력

을 강조했던 그의 아버지였고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도덕적 가치

를 실현하는 인간이 되려 한다.

이들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절제하면서 생활한다. 숭추추와 선

빙은 다른 유형의 인물들처럼 집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집착하지 않

는다. 중국사회에서 집은 결혼의 전제이고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으

로 인식되지만 이들은 이 도식을 깨버린다. 숭추추와 선빙은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집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인식한다. 자오룽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

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숭추추는 먼저 청혼한다. 자오룽성을

다시 일어서게 하려는 것이 숭추추가 소망하는 것이었다. 즉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배려였다. 이들은 작은 셋방에서 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관계를 중요시했던 선빙도

마찬가지다. 집 선불금을 내지 못해 불안해하는 남자친구 스샤오멍

을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셋집에서 살면 된다고 위로해준다. 집을

포함한 물질조건이 행복과 별개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가족, 친구, 이웃에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박애를

실천하며 소유와 경쟁에서 탈피하여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드라마 결말에서 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다. 숭추추는 백혈병에 걸

려 세상을 떠났고, 선빙은 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으로 세상을 마감

한다. 드라마에서 이들의 죽음으로 주변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리는

데, 그 안타까운 분위기는 현재 중국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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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뿐만 아니라 줄어가고 있고 이 유형의 사람들이 중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림 6> 더불어 삶형 욕망 구조

집, 자가용, 다이아몬드 반지 등 물질이 결혼의 전제가 되고 꽃,

선물 등 상징성을 띤 물질로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현실사회에서

이들은 물질의 의미를 절하시키고 관계의 본질을 진지하게 추구한

다. 숭추추, 선빙은 경제력의 한계로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지 못해

사랑이 해체될까 불안해하는 남자친구 자오룽성, 스샤오멍에게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 집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

한다. 숭추추와 선빙은 대도시의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 생활하

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물질과 성에 대한

욕망을 배격하면서 존엄을 지키는 성숙한 사랑을 욕망한다.

이들의 일상에서의 불안은 사회적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

자친구들이 경제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위해 과소비할 때

따라온다.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가치 충돌과 상대가 자신을 물화하여 소유함으로써 평등하고 상

호의존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남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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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가져다주겠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빙은 스샤오멍에게

매달 집 대출금을 반씩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스샤오멍이 모든 부담

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임과 동시에 서로 사랑은 하되 자신

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소결: 압축성장 사회에 나타난 삶의 실천

중국의 청춘분투드라마에는 이기적으로 권위와 물질을 추구하는

개인욕망 분출형, 이기적으로 가족의 욕망에 충성하는 가족욕망 충

성형,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자

기절제형, 어려운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더불어삶형 인물들이 재현되었다. 인물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실천

하면서 만들어가는 드라마 속의 세상도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인간은

소외되고 인간성이 말살된 무정한 경쟁사회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

친구,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애틋한 배려사회이다. 개인욕망 분출형과 가족욕망 충성

형이 살아가는 세상은 무정한 경쟁이 과잉된 세계라면 자기절제형

과 더불어삶형이 영위하는 세상은 무한경쟁보다는 애틋한 배려가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두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개인

욕망 분출형과 가족욕망 충성형의 들끓는 욕망은 현실에 적당하게

만족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려는 자기절제형 인물들에게 가족/애

인의 행복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 분석했던 드라마들은 무정한 경쟁사회의 과잉에 의해 애

틋한 감정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위험한 세상을 재현하면서도 경쟁

과 소유를 지향하는 발전주의 단일 가치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제재

를 가하는 것을 통해 우정과 협력을 강조하고 절제와 상생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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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로 세우려 했다. 가족애, 우정 그리고 미약하게 존재하는 사회

적 동정과 협력은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사회가 조화롭고 살만

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개인욕망 분출형과 가족욕망 충성형 인물들은 대부분 드라마의 주

인공들이다. 이들은 드라마 전반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신들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지만 드라마 중후반 후에는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족, 우정, 사랑

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이들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욕망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드라마는 시골출신, 지역출신,

도시 주변부 출신들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경제적 상황과 힘들게 지

속하는 분투를 공간과 대화를 통해 정면으로 부각시켰지만 빈부격

차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작가의 비판의 칼날은 성

장과 발전하고 싶은 인물들의 욕망에 향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폭

주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기적인 실천에 향해있다.

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의 자오룽성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뻔했고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

事)>의 스샤오멍은 이기적인 성공출세 욕망 때문에 연인 선빙과 이

별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선빙을 파괴시켰다. 양즈시도 진지한 사

랑을 배신하고 이기적인 명품소비에 빠져들었지만 그 대가로 유산

과 불임이라는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 <달

팽이 집(蜗居)>의 하이자오도 가족의 욕망에 이기적인 방법으로 충

성했기 때문에 불륜으로 타인의 가족을 파괴한 대가로 유산과 더불

어 자궁적출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잔혹한 처벌을 받았다. <분투(奋

斗)>의 루타오는 청렴한 공무원이었던 의붓아버지의 인맥까지 동원

하며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친아버지로부터 사전 통보도 받지 못

한 채 배신당하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는 거창한 꿈도 사랑하는 여

자 친구도 모두 잃어버린다. <나혼시대(裸婚时代)>에서 여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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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쟈첸의 이기적인 소비욕망과 그에 따른 과소비는 시부모와의 갈

등을 빚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게 만든다. 드라마 작가

는 이들의 이기주의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욕망 추구 행위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드라마 후반부에 자오룽성은 자기와 같은 개미족 들의 입

장까지 고려한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양즈시는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루타오 역

시 사회적 명성만을 추종하던 것으로 부터 입주자의 입장까지 고려

한 친환경주택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하려 하였다. 또한 여자 친구 샤린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개인

의 성공보다 주변의 가족, 친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삶의 지향은 가족과 친구의 도움으로 바뀔 수 있다. 드마라 작

품들이 지향하는 바는 드라마의 인물들이 욕망의 분출에서 욕망의

절제로, 이기주의에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와 의리를 강조하는 방

향으로의 전환이다.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결여된 채 이기적이

고 맹목적인 욕망 추구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만으로는 설득력

이 부족하다.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앞

에서 과연 사람들의 가치관이 드라마처럼 쉽게 바뀔 수 있을지 그

리고 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 후반부들에서 자오룽성, 루타오, 숭추추 등

인물들을 통해 더불어 삶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인 실천들을 의도

적으로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사회지향적인 실천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

은 이 인물들이 주변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숭추추를 절세의

좋은 사람이 아닌 좋은 여자로 평가한다14). 즉 사회적 가치보다는

14) 《蚁族的奋斗》宋楚楚悲剧结局引发抗议 戴冰给出回应
http://news.cri.cn/gb/27564/2012/02/29/108s357824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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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사회지향

적인 가치가 부재하다.

청년분투 드라마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의 다양한 삶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재현하였다. 드라마가 경계하려

했던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욕망 추구 행

위였다. 반대로 드라마가 가치를 부여했던 관계는 따뜻한 가족애,

친밀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다. 드라마는 도시 사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주의의 위험

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압축적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생태환경

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시민들의 생태의식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자연주의적 삶이 보여 지고 있지 않다.



- 181 -

제8장 결론 및 논의

1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발전주

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미디어의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삶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중

국의 발전주의 욕망을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

고, 개인적 차원은 개혁개방 이후 포스트사회주의 첫 세대인 80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재현된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포스트사회주의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이 미디어에 어떻게 재현

되었고, 그들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였고, 자신의 욕

망 실천을 어떻게 정당화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미디어에서 재현된 국가적 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 및 방송하였고 청년세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발전과 관

련된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国崛起)>, <부흥의 길(复兴

之路)>, <휘황중국(辉煌中国)> 3편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큐멘터리 분석을 통해 국가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은 강한 국가

를 향한 열망과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망으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하

였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가 너무 강한 나머지 국가의 발전에 기여

한 개인과 국가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개인만이 존재할 뿐

자율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천하는 개인은 부재하다는 것 또한 발견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미디어에 재현된 80후 베이퍄오 청년의 발전

주의 욕망이 도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 가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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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후 청년세대의 삶을 재현한 대표적인 청춘분투드라마 <개미족의

분투(蚁族的奋斗)>, <베이징사랑이야기(北京爱情故事)>, <달팽이 집

(蜗居)>, <분투(奋斗)>, <나혼시대(裸婚时代)> 5편에 대해 분석하였

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과거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공공장소는 줄

어들었고, 대신 자본논리에 침식당한 소비 공간이 늘어났다. 도농격

차, 지역격차,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계층이 출현하였고 그

에 따른 다양한 주거공간과 소비 공간이 출현하였는데 그 공간에

는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배제된 농촌과 도시 빈민층은 현대와는 거리

가 먼 어둡고 허름한 건물에서 생존을 위해 절약하면서 힘겹게 분

투한다. 이들은 허름하고 정체되어 있는 공간을 벗어나 도시 중산층

이 생활하는 보다 현대적인 집에서 생활하기를 욕망한다. 이 공간들

은 시대의 변화에서 배제된 침체된 공간이자 미래의 희망이 부재한

공간이다. 도시중산층은 생존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는 여유로운 생

활을 지향하는데, 깨끗하고 정돈된 현대식 건물에서 안락함을 즐기

며 생활한다. 이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부유층이 생활하

는 별장을 욕망한다. 별장에서 생활하는 도시의 부유층은 화려한 인

테리어와 이태리 수입가구로 자신의 부과 권력을 과시한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은 모두 화려한 주거공간과 여유로운 생활을 욕망하는

데 이 욕망은 권력과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는 소비 공간들로 넘쳐난다.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비 공

간은 요리점인데 중국의 청년들은 요리점을 통해 풍요로운 소비를

즐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도 하고, 위로의

계층이동을 욕망하기도 한다. 드라마 초반에 청년들은 공공장소에서

순수하면서도 진정성이 있는 관계를 영위하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하

면서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장소는 배제되고 그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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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소비 공간들이 자리 잡았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은 도시의 소

비 공간을 통해 소비욕망을 분출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미디어에 재현된 베이퍄오 청년세대의 발전주

의 욕망과 삶의 실천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청춘분투

드라마에 재현된 80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청년세대들이 개인적

인 수준에서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욕망을 실천하며, 어떻게 자

신의 욕망추구 행위를 정당화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사회에서는 욕망을 절제하고 관계를 중요시했던 유교적 전통

가치가 퇴조하면서 서구화, 자유화와 더불어 욕망의 분출이 자연스

러워졌다. 현재 중국의 사회적 현실에 근거하여, 전통적 유교문화에

서 강조했던 욕망의 절제와 현대사회에서 허용된 욕망의 분출, 인간

관계에서 현대적인 가치에 따라 개인중심인지 전통적 가치에 따라

관계 중심인지를 구분하여 중국인들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개인욕망 분출형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개의치 않고 개인의

권력과 물질 소유 욕망의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유

형이다. 이들은 사회와 가족에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에서 낙오되지 않고 자유롭게 소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모험

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 맹목적으로 욕망을 추구

한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에 대한 책임을 부조리한

사회에 전가한다.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부조리한 상황

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드라마에서 이

들은 욕망은 실현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비극적인 결말

은 법의 심판과 함께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인 심판을 하는 것으

로, 시민적 덕성차원에서의 비판과 동시에 사리사욕을 배격했던 전

통가치에 따른 비판을 가한다. 작가는 이 유형의 인물들을 통해 욕

망 자체가 아닌 맹목적인 욕망 추구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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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를 출세와 그에 따른 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이들

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가족욕망 충성형은 개인차원의 욕망 보다는 가족 등 집단차원의

욕망에 집중하고, 집단욕망을 실현하는 데 충실한 유형이다. 이들은

개인의 성공출세보다 가족의 안위와 안락한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한다. 따라서 자신만이 아닌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열심

히 일하며 부를 축적한다. 이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차원의 욕망을

추구하는 면에서 개인욕망 분출형과 다를 뿐 맹목적인 욕망 추구

행위에 있어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가족의 번영과 안녕을 실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통적인 가족 지향적 가치관 앞에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문제의 본질로서 욕망에 대한 반성은 부재하

다. 이들은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의 무게를 덜고자 한다. 그러나 작가들은 이들

의 이기적인 가족주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욕망

추구 행위에 대해서 개인욕망 분출형에 못지 않은 비판을 가한다.

하지만 드라마는 가족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 유형의 인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기적

이고 맹목적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절제하려 한다면 긍정

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가족욕망 충성형의 인간

관계는 정과 의리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끈끈함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이 끈끈한 가족애는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아끼는

따뜻한 면도 있지만, 때로는 비이성적이기도 한 관계를 위해 충성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자기절제형 사람들은 자신을 관찰하고 반성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스스로 자신을 관조하고,

현실과 상황에 괴리가 있는 욕망들은 스스로 억제하면서 현재의 안

정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이들은 일상에서 탐욕스럽지 않고 소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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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를 즐기면서 조심스럽게 현재의 생활에 집중한다. 이들은 개인

적 욕망의 실현보다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소비보다는 절약을, 경

쟁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시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

게 생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자기절제형은 궁극적으로 관계

지향적이면서 가족 지향적이다. 경쟁이 아닌 조화로운 관계를 욕망

하며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지속을 욕망한다. 현실에서 자기

절제형 인간은 평범한 인간 혹은 소극적인 인간으로 미디어에서도

주변화 되어 있다.

더불어삶형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도 가족, 친구, 사회에 적

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세

계에 대한 성찰과 외부의 시장논리에 쉽게 영향 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서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은 드라마 결말에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다. 드라마에서 이

들의 죽음으로 주변사람들은 슬픔에 빠지는데 그 안타까운 분위기

는 중국사회가 이 유형의 인물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정은 하지만,

이런 유형의 인물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계에 있어서 이들은 물질보다 관계의 본

질을 진지하게 추구한다. 이들도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편

함과 불안은 관계에서의 가치 충돌과 상대가 자신을 물화하여 소유

함으로써 평등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것에서 야기된다.

2절 종합적 결론과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된 국가차원의 발전주의 욕망은 대외적

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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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으로 통솔력 있는 강한 정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평화, 협력, 공생, 조화 등 사회주의와 전통적

가치가 강조되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침략, 약탈로 점

철된 서양의 발전모델을 대체하려는데 있다. 이는 결국 물질과 정신

두 영역에서 모두 서양을 초월하려는 욕망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다

시 세계의 중심에 복귀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설하려는 욕망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단지 부국강병만을 실현하는 것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는 것이 아니

라,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서양 중심의 발전 역사를 중국식으

로 다시 쓰려는데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발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침략과 약탈로 점철된 서양의

이기적인 발전 방식이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국가 주도로 생산력 제고에

필요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다큐멘터리에서 재현한 중

국의 발전관은 국가 주도로 추동하는 발전인데, 이를 통해 중국이

아직도 성장지향적,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원칙에 따른 발전관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압

도적인만큼 다큐멘터리에서 출현한 개인들도 모두 국가의 발전에

귀속된 개인들일 뿐이다. 과학자의 과학연구도, 기술자의 기술혁신

도, 기업가의 사업적 성공도 모두 국가 발전의 요구와 맥을 함께 하

며, 국가 발전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재현되었다.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시기부터 중국은 인간 중심의 발전을 강조해왔다. 하지

만 다큐멘터리에서 재현한 인간 중심의 발전은 보다 풍요로운 물질

생활과 그에 따른 행복이었는데, 이는 국가가 먼저 발전해야 가능하

다는 낙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이상적인 발전모델을 추구

하면서도 아직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다큐멘

터리에서도 평등, 정의, 공존 등 사회주의적 가치와 조화(和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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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互惠) 등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빈곤 문제와 거대한 인구의 생존을 감당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는 물질을 넘어선 가치를 강조하려 하면서도 아직은 물질주의 발전

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공간에 투영된 청년세대의 발전주의 욕망은 서구화와 개인

화를 지향하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향한 욕망이다. 또한 신분상

승과 과시를 위한 욕망이기도 하다. 압축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도시화과정에서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공간들은 개발에 의해 사라지

고, 그 자리에는 시장논리에 의해 위계화 된 주거공간과 여가 소비

공간들이 들어섰다. 드라마에서 개발이 덜 진행된 허름한 식당, 공

공성이 강조된 공원에서는 인물들이 진지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위

로하지만 상업적 개발과 함께 탄생한 현대식 백화점, 화려한 술집

등에서는 소비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소비욕망과 사회적 신분상승 욕망만이 들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는 특히 주거공간을 농촌, 도시 빈민가, 도시 아파트단지,

시교에 위치한 호화별장 등으로 위계화 하여 재현하였다. 주거 공간

외관과 그 내부를 구성한 인테리어와 소품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전

통 생황양식으로부터 서구화된 근대적인 생활양식으로 위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정점에는 부자들이 생활하는 호화별장이 있

는데, 별장 외관으로부터 내부에 배치한 이태리 수입가구 까지 서구

화와 과시를 강조한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드라마에 출현한 모든 인물들은 성공을 욕망하는데 성공했음을 증

명하는 상징이 바로 서구양식의 호화별장을 소유하고 그 공간에 이

태리 수입가구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호화별장

을 소유할 만큼 성공한 인물들이 큰 공간에서 혼자 외톨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행한 개인, 불행한 가족으로 재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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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농촌과 도시의 주변부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집에서 가

족과 친구들이 서로 마찰하고 화해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투하는 것을 보람 있는 인생으로 재현하였다. 그렇다고 드라마는

인물들이 자신이 처한 생존공간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보다 여

유로운 생활공간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지 드라마는 타인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이기적인 방법과 생존과 생활이 아닌 과시를 위한

공간을 점유하려는 욕망과 실천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셋째, 드라마에 재현된 인물들의 욕망과 실천 그리고 정당화 기제

를 살펴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물들

은 모두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정착하는 것으로 중국사회에서 의

신분상승을 욕망한다. 이는 개인의 성취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가

족을 지키고,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해주고 싶은 욕망이다.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든 억제하든 인물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

하기 위해 가족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다. 개인의 권위를 추구하거나 과시를 위한 사치품 소비를 추구하는

개인욕망 분출형은 자신의 맹목적인 욕망 실천을 가난했거나 해체

된 가족의 상처로 정당화시킨다.

드라마는 가족지향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

본다. 반대로 드라마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이

기적인 욕망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사회에 피해와

상처를 안겨주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이다.

드라마는 인물들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한 과잉된 신분상승 욕

망에 의해 사회의 따뜻한 배려는 위축되는 위험한 세상을 재현하였

다. 드라마는 경쟁과 소유를 지향하는 물질중심의 단일한 발전주의

욕망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우정과 협력을 강조

하고 절제와 상생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 했다. 가족애, 우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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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동정과 협력은 극심한 신분상승 경쟁이

만연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을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과거 덩샤오핑의 ‘발전이 진리이다!’

라는 명언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명제

이다. 중국은 국가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지속하려 한다.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들에서 인민과 우리, 그리고

가족을 위한 발전의 욕망을 자극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

나 방송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아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발전 그

리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목표만을 향해 폭주하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실천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비판을 하였다. 이는 중

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발전의 폐단을 경

고하고 사회주의와 유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국민을 동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차원에서 서양

식 발전에 따른 서구화와 개인주의 자유화 경향을 방지하고 전통가

치로서 발전을 재구조화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 지난 1990년대까지 이어지며 축

적되었던 발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

다.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시기부터 공자와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본

격적으로 소환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이 아닌 관계를 중요시하는 전

통사상을 바탕으로 노동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번영을 향해 발전하려는 ‘조화사회(和谐

社会)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가주도로 노동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중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가에 있다. 또 국가주도에 의해 중앙과 지방이 이원화된 구조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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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디어가 가

족의 행복이 물질이 아닌 가족관계에 있다고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

도 중국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기회획득과 신분상승으로서 대도

시 정착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

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전통적 가치를 통해 서구중심 발전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에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대안적 발전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

의가 퇴조하고 중국사회의 빈 공간에 다시 관계를 중요시 하는 전

통가치를 복원하는 것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잔혹한 경쟁

사회로 치닫는 것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반

대로 가족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힘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

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도 하다.

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이 연구는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압축적인 성장과정에

서 배태된 발전주의 욕망을 살펴보고 중국인들의 삶의 단면을 조명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 의미는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이라는 거대

한 담론 속에서 현재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

게 욕망을 실천하는지 그리고 중국사회는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

해 논의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술적 의미는 미디어 문화적 차원에서 발전주의에 대해 논의한

데 있다. 물론 그동안 미디어 문화 연구에서 발전주의에 대해 언급

은 해왔지만, 발전주의를 배경으로 미디어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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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찾지 못했다. 발전주의는 그동안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

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정책학 등

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문화영역, 특히 중국 미디어 문화영

역에서 발전주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해당

영역에서의 한 번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래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과 후속 연구들에 대한 논의

이다.

첫째, 이 연구는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틀을 이용하여 발전

주의 욕망을 분석하였는데 욕망 분석 방법에 있어서 엄밀성이 부족

한 측면이 있다.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틀은 도식적이어서 욕

망의 매개자와 욕망의 대상을 찾고 욕망의 대상 아래에 깔려진 실

제적 욕망을 도출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욕망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다큐멘터리

와 드라마에만 그 대상을 한정한 데에 한계가 있다. 중국의 80후 청

년세대는 방송매체 이용에서 온라인매체 이용으로 과도기를 경험했

던 세대이다. 80후 청년세대들이 선호했던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큐

멘터리와 드라마를 분석한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80후 세대의 매체 이용 특성을 살려서 방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웹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청년세대

들만의 발전주의 욕망들을 다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필요가 있는

데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장하여 시사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등 다

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으로 발전의 다른 징후들과 의

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재현을 중심으로 미디어의 현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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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만 연구하였을 뿐 실제로 80후 청년세대들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 개인과 가족,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투

하는 과정에서의 선택과 그 정당화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디어 재현과 사회현실의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조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미디어 재현과

사회적 현실의 관계 속에서 발전주의 욕망을 더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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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developmental desire
: Focusing on the media representation 

about 80’s Beijing drifter

 WU CHANGXU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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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has been one of the core themes in China’s last

four decades since its opening and reforming. China’s economy

has witnessed a rapid growth at an average growth rate of 10

percent. During this process, Chinese society has developed the

value to pursue a better life and internalized the mind to live

well, which was named as the ‘developmental desire’ in this

research. Applying René Girard’s mimetic desire theory, this

thesis investigated how the developmental desires, either at the

individual level or the national level, appear in Chinese TV

programs.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research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hereafter, 80’s

generation), because they are the first group of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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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ing from China’s open-up reform. This research aimed to

answer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what characters of Chinese national developmental desire

were conveyed in the media?

Second, how the media reflected the developmental desires of

those 80’s generation drifting in Beijing (Beijing drifters) in the

urban space?

Third, how the media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desires and

practices of those 80’s generation Beijing drifters?

Documentary analysis is the primary method applied in this

research to investigate Chinese developmental desire. Three

documentaries, The Rise of the Great Powers, The Road to

Rejuvenation, and Amazing China, were studied through text

analysis to reveal Chinese developmental desire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individual level, five Chinese dramas, The struggle

of ant tribe, Beijing Love Story, Dwelling Narrowness, Struggle,

and Naked Wedding, were studied in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desire and behaviour of the 80’s generation.

René Girard’s mimetic desire theory was applied and text

analysis was conducted to achieve this purpose.

Three conclusions were reached in this research. First, the

Chinese national level developmental desire was composed of

becoming a strong nation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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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aking western countries. The desire of overtaking western

countries has to a large extent constructed Chinese development

model, which emphasizes socialism and traditional values such as

peace, cooperation, symbiosis, and harmony.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western development model in the early stage, which

was often associated with invasion and plunder. Nonetheless,

despite having advocated social value hard, China has not bailed

out of materialism developmentalist.

Second, the young generation’s developmental desire reflected in

the space was a westernized and personalized desire, pursuing a

successful and prosperous life. It was also a desire for moving

upward in social classes and ostentation. Space needing public

concern has been changed into stratified living space and leisure

space. It is reflected by the fact that people of various classes

desire to live in villas and to eat at luxury restaurants.

Third, family remains an important element in Chinese people’s

desires and practices, as justified by the dramas. People wish to

move upward in social classes by purchasing houses and getting

settled in metropolises. This is a desire not only for individual

success but also for protecting their families and providing them

with a better future. In these dramas, people select diverse

means and opportunities to pursue their desires. Producers and

writers criticize sightless and selfish behaviours, which harm

others and the society by fair means or foul. These negative

desires and behaviours, however, are often justified by the mixed

desires to protect families and realize the family’s decent life

through materi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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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documentaries and dramas studied in research have a

positive perspective on Chinese developmental desire. However,

they also criticize the blind and selfish behaviours that hurt other

people and society regardless of means.

Keywords: China; developmentalism desire; 80’s generation,

Beijing drifter; the youn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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