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화적 시공간 속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유령기록’의 비교연구
- 이창동의 <박하사탕>,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를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보 메 이



영화적 시공간 속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유령기록’의 비교연구
- 이창동의 <박하사탕>,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우 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보 메 이

보메이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이 경 진 (인)

부위원장 민 승 기 (인)

위 원 강 우 성 (인)



-Ⅰ-

국문초록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처음으로 ‘유령 haunt’과 ‘존재론

ontology’을 연결해 ‘유령론 hauntology’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었으며, ‘유령’

과 ‘존재’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보여준다. ‘유령론’은 과거의 어떠한 ‘유

령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나며 현전 속에 현전과 함께 공존하는 현상을 가리

킨다. 데리다가 만든 용어 ‘유령론’의 관점으론 허구적인 시간 속에서 유령

이라는 것의 의미도 조명될 수 있다. ‘존재(삶)와 부재(죽음)’, ‘‘있다’와 ‘있

었다’와 ‘있을 것이다’’, ‘시간 자체’ 등의 이분법으로 쉽게 의미화 할 수 없

는 것이 곧 유령이다. 허구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과 마주치는 순간은 유령

과 대면하는 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유령은 늘 시간의 사이 속

에 존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미화될 수 없는 존재와 부재 그 사이에

속한 것이다. 나아가 공간과 시간도 서로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며, 시

간 자체는 늘 공간내기를 하고 있다. ‘유령의 출몰’이란 이러한 시간의 공간

내기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그것

이, 바로 본고에서 핵심개념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령’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유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얼

리즘 영화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지니는 유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

문은 근대화 관련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으로 인정을 받는 이창동의 <박

하사탕>(2000)과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1989)를 분석하였다. 이 두 작

품은 한국과 대만 이 가까운 두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상흔

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오염된 것 이면에 시간과 공간의 리얼리즘적 유령을

기록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특정한

‘차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두 작품으로부터 ‘차연’을 영화적 기법을 통

해 가시화한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시공간적 개념을 비롯한

‘유령’이 출몰하게 된 까닭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혹은 상처 때문이 아닌 시간과 공간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리얼리즘



영화인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서 그러한 공간은 특히 신체를 통해 유

령을 기록한다.

먼저 <박하사탕>에서는 시간의 사후성을 구현한 플래시백 영화 기법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영화의 시작과 종결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조명된 공

간인 ‘야유회’가 지니는 시공간의 다중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공간으로

간주된 신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첫째는 공간 속

의 공간(신체)이 지니는 삶과 죽음의 분리 불가능성에 대해서이며, 둘째는

유령의 출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서의 김영호의 신체에 대한 리얼리

즘적 영화기록 기법에 대해서이다. 이어 <비정성시>에서도 두 가지 관점으

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첫째는 언어의 혼용(음성언어 및 문자언어)으로

보는 리얼리즘적 영화기법에 대해서이며, 둘째는 반복된 ‘작은 상하이’라는

공간과 린 씨 형재의 신체적 장애를 통하여 표현된 차연적인 유령기록에 대

해서이다.

요컨대, 본고는 데리다의 ‘차연’을 의미하는 시공간적 개념 ‘유령’을 바

탕으로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유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리얼리즘 영화가 이러한 비-가시적인 유령성을 가시화

한 방식과 기록을 읽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자크 데리다, 유령, 차연, 리얼리즘 영화, 이창동, 허우샤오시앤,

<박하사탕>, <비정성시>

학 번 : 2020-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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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주제 제시

본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영화적 시공간 속에 나타난 ‘유령’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유령’이 리얼리즘 영화에서 어

떻게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처음으로 ‘유령 haunt’과 ‘존재론

ontology’을 연결해 ‘유령론 hauntology’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 ‘유령론

hauntology’은 과거의 어떠한 ‘유령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나 현전 속에 현

전과 함께 공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데리다는 ‘유령’과 ‘존재론’을 합쳐서

‘유령’과 ‘존재’ 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보여준다. ‘유령론 hantologie’과

‘존재론 ontologie’으로 표기되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발음 상

유사성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고정한다.

유령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존재’라는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

다. ‘존재’는 늘 ‘시간’과 함께 다뤄진다. 왜냐하면 존재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존재하는 주체가 과거나 현재 아니면 미래 언젠가에 있(었/을 것

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존재 또는 ‘있다’ 자체는 일종의

시간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있다’라는 것은 늘 허구적, 또한 불확실적이

거나 비동시대적인 것이다. 데리다는 현재라는 것은 ‘비연대기적인 것’이며

‘초현재적인 것(hyperactuel)’이라고 주장한다. “지연시키고 거리를 두고 지

체시키면서도 동시에 촉진시켜야만 한다. 현재성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매 순간 동시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는 또한 매번 각각 다른 순간이며, 최초이면서 최후

이기도 하다”1)며 시간의 비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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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에코그라피 – 텔레비전에 관하여』, 김재희⋅진

태원 옮김, 민음사, 2002, 33쪽.



성을 설명한다.

또한, 존재의 방식은 늘 일정하지 않고 변화한다. 물질적인 존재와 비물

질적인 존재로 구분될 수 있고, 가시적인 존재와 비가시적인 존재로도 구분

될 수도 있다. 같은 것이라도 어제와 오늘은 늘 다른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존재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이다. 다시 말해 시간

으로 인해 존재는 허구성을 내포한다. 시간은 늘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간 자체도 일종의 허구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현전(現前)’이란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인

지까지 짚어낸다 해도 그것을 짚어낸 순간은 이미 다른 시간이 되어있기 때

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은 다 이미 항상 과거인 것과 아직 아닌

미래인 것의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는 과거의 연기, 상속,

미래의 환대로 형성되며, 우리는 늘 자신의 부재를 품고 있다. 자신의 죽음

을 이미 항상 자신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현전은 실패 또는 불가능한 방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현전과 정확한 존재(있다)

란 불가능하며 가히 부재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데리다가 만든 용어 ‘유령론 hauntology’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허구적인

시간 속에서 유령이라는 것의 의미도 조명될 수 있다. ‘존재(삶)와 부재(죽

음)’, ‘‘있다’와 ‘있었다’와 ‘있을 것이다’’, ‘시간 자체’ 등의 이분법으로 쉽게

의미화 할 수 없는 것이 곧 유령이다. 허구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과 마주치

는 순간은 유령과 대면하는 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유령은 늘

시간의 사이 속에 존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미화될 수 없는 존재와 부

재 그 사이에 속한 것이다. 즉, 귀신들림, 혹은 유령출몰(haunt)은 이미 지

나간 것이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과의 일종의 만남이며,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곧 유령(ghost, spectre 등)에 해당한다. 허구적 시간 속에서 남겨

진 시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듯이 유령도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출몰한다.

시간의 허구성과 그러한 허구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유령의

의미를 감안했을 때, 시간으로 구성된 인류의 역사 자체는 유령의 출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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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수 있다. 스티글러(Stiegler)는 이에 대해 “역사 자체가 유령성의 한

효과”이며, “차이화 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 즉, 역사

자체도 현재와 부재의 동시적 드러남의 연속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존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외의 조건은 바로 ‘공간’이다.

위에서 언급한 ‘있다’라는 의미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조건도 이미

함께 내포되어 있다. ‘있다’란 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어떤 가능성일지라도 결코

공간의 범주를 초월할 수는 없다. 즉, 모든 존재는 공간적인 존재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의식이나 정신적인 것이더라도 뇌라는 공간, 즉 인식하는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이 세상에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

면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간은 존재의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공간과 시간은 서로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며, 시간 자체는

늘 공간내기를 하고 있다. ‘유령의 출몰’이란 이러한 시간의 공간내기의 구

체적인 사례이다. 『국어국립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출몰(出沒)’을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3)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출(出)’은

나타남, ‘몰(沒)’은 사라짐으로 각각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잇따름(succession)이 있어야 하며, 시간이라고 하

는 동일성과 단일한 지금이라는 것이 결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간은 각각의 지금이 또 다른 지금에 의해서 교체되는 잇

따름으로 볼 수 있다. 나타남과 사라짐은 얼핏 보면 대립의 관계처럼 보이

지만 사실 나타남과 사라짐이라는 것이 대립이 아니라 서로 겹치는 관계인

것이다. 나타나는 동시에 사라져야만, 즉 나타나는 동시에 사라지는 방식으

로만 ‘지금’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에는 늘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제3의 공간은 나타남 속의 공백인 동시에 사라짐 속의 공백이다. 그렇기 때

문에 나타남과 사라짐 모두를 자기 동일적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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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위의 책, 222쪽.

3) 국어국립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출몰’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공간은 시간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공간에서는 늘 무한한

가능성이 움튼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그것이, 바로

본고에서 핵심개념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령’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유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얼

리즘 영화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지니는 유령성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근

대화 관련 리얼리즘 영화에서 시간과 공간의 유령이 어떻게 그 시대 속의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는지, 리얼리즘이라는 영화적 기법을 통하여 어떻게 유

령이 기록되며 재현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창동의 <박하사탕>(2000)과 허우샤오시앤(侯孝賢)의 <비정성시(悲情城

市)>(1989)는 근대화 관련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이해된다. 두

작품은 시대적으로 동일한 시기의 작품은 아니지만, 각각 한국과 대만(台

灣)이라는 공간적 이질성에 기반해 시공간 속에서 인물이 지니는 삶과 죽음

의 겹침을 비롯한 유령성을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반복되는 상실’이라는 현전과 부재의 틈을 보

여준다. 근대화라는 특수한 시대 배경에서 인물들이 상실하게 된 요소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거기 있는, 사라지지 않는 유령이 되어 반복적으로

시간의 틈과 공간 속에 출몰한다. 이러한 유령적 공통성에 근거하여 본고는

두 작품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작품에서는 ‘유령기록’이라는 영화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때 ‘유령’

앞에 '기록'이라는 단어를 쓴 까닭은 연대기적 의미를 지니는 두 작품의 사

건들이 감독의 의도가 아닌 유령적 시간 자체가 새어들며 형성된 결과로 간

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적인 현실을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리얼

리즘의 기법을 통해야만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박하사탕>에서는 플래시

백 기법을 사용하며 <비정성시>에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등 각종 언어

의 형식을 혼용한다. 또 두 작품은 모두 반복된 공간과 ‘신체’라는 장소를

통해 유령 출몰을 가시화한다. <박하사탕>의 야유회와 <비정성시>의 작은

상하이(小上海)라는 공간의 반복,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부재와 현전의 겹침

인 형태로 등장한 신체들은 유령의 출몰이 기록한 예에 해당하며 두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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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결핍이나 장애 또한 유령의 출몰, 즉 귀신들림의 현상을 가시화하여

기록한 예에 해당한다. <박하사탕>의 김영호와 <비정성시>의 린(林) 씨 형

제들은 모두 다 상실의 슬픔을 겪고 있으며 그 상실은 반복되면서 재-상실

되고 있다. 이러한 재-상실, 혹은 상실의 상실이 되는 과정은 유령이 출몰

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으로 구성된 영화 자체가 “유령성의 한 효과”4)인데 왜 굳이

그 안에 나타난 유령성을 반복해서 분석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

한, 영화라는 미디어 장르는 본래 그 특성상 이미 항상 유령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박하사탕>과 <비정성시> 두 영화에서 나타나는 유령성과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 전제된 유령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데리다와 스티글러는 『에코그라피 – 텔레비전에 관하여』에서 사진과

영화 장르의 유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서술한 바 있

다.

스티글러: [...] 영화란 일종의 ‘환영의 싸움 fantomachie’입니다. 환영들이

들어오게 합시다. 영화에 정신분석을 더한 것, 그것이 환영학[유령학]을 보여

줍니다. 현대 기술(원격 기술—필자)은 과학적이지만 이런 겉보기와는 반대

로 환영들의 힘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장래는 환영들의 것입니

다. [...]5)

데리다: [...] 그 장면을 파스칼 오지에와 함께 만들었는데, 그녀는 제 사무실

에서 제 앞에 있었고, 촬영의 막간을 이용해서 영화용어로 시선-맞추기

eye-line라 부르는 것, 즉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기] 눈을 바라보는 행동

을 저에게 가르쳐주었지요. 그녀가 이것을 제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제가

선생이 인용했던 대강의 말을 한 이후에, 그녀에게 <그러면 당신은 환영들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감독이 제게 요구했던 유일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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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역사 자체가 유령성의 한 효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5)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위의 책, 203쪽.



니다. 즉흥연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녀에게 <그러면 당신은 환영들을 믿습니

까> 하고 말해야 했지요. 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가 이 말을 최소한 서른 번

은 되풀이할 때마다, 그녀는 짤막하게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하고 말했습

니다. 따라서 촬영 중에 이미, 그녀는 적어도 서른 번은 이 말을 반복했습니

다. 이미 이 상황은 약간 낯설고 유령 같았고, 뭔가 어긋나고 정상적이지 않

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이미 여러 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년

후에, 그 사이에 파스칼 오지에가 죽었는데, 저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말

하고 싶어한 학생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제 경험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갑자기 화면 위에 나타나는 파스칼의 얼굴을 보았습니

다. 제가 고인(故人)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얼굴이요. 그녀는

<당신은 환영들을 믿습니까>라는 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 눈을 응

시하는 것처럼, 커다란 화면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요, 지금은, 그래요>. 어떤 지금? 수년 뒤 텍사스에서 저는 그녀의 유령의

복귀에, 그녀가 말한 유령의 유령이 되돌아와 지금 여기 있는 저에게 말하는

것에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다른 대륙의 이 어두

운 방안에서, 다른 세상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 그래요, 나는 믿어요, 나는

환영들을 믿어요.>6)

데리다와 스티글러에 따르면 과거에 속한 시간을 현전 속에서 반복하여 생

생하게 재생 가능하게 하는 영화 미디어는 이미 일종의 유령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녹화된 영상)들은 현전(혹은 허구적 현전)의

시간 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며, 생생하게 현전의 시간과 겹쳐지며 늘 새로

운 현전적인 의미가 무한하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미루어

보자면 모든 영화는 이미 유령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모든 영화 자체는 유령으로 간주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맥락을

전제했을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두 영화에 나타난 유령성은 얼마간 무의

미해 보인다.

그러나 본고는 미디어로서의 영화 자체가 지니는 유령성을 넘어서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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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위의 책, 206~207쪽.



화 과정이라는 특정한 시대 배경에서 두 작품 속에 기록된 시간과 공간의

유령성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1979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간

을 기록하는 한국영화 <박하사탕>과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시간을 기

록한 대만영화 <비정성시>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는 미디어로써의 영화적 유령성 이면에, 위의 두 작품이 지니는 시간과

공간의 유령성에 대한 리얼리즘적 기록 방식에 초점을 맞춰 두 작품의 서사

를 읽어내고자 한다.

앞선 인용에서 데리다가 설명한 영화 미디어의 유령성이란 영화 자체가

지니는 유령적 특성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적 해석과 별개로

<박하사탕>과 <비정성시> 이 두 작품은 시공간적으로 유령이 출몰하는 영

화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박하사탕>과 <비정성시>라는 두 작품은

한국과 대만의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이들의 시공간이 우리의 ‘현전’인 시

공간과의 겹침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본고가 두

작품을 비교연구하고자 하는 의의에 해당한다.

한편, 역사 자체가 이미 유령성의 효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유령성의

결과물로 형성된 역사를 거슬러 나타나는 유령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에 대해,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유령성의 효과로

서의 역사 속을 사는 인물들과 시공간의 유령성 간의 상호작용임을 밝히는

바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인물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

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유령

을 단지 그러한 사건 정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유령은 시간 자

체,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실과 상실의 상실이

다. 그리하여 본고는 역사의 유령성이 아닌 인물과 상호작용하는 시공간의

유령성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화 과정의 결정적 사건인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는 영화가

적지 않음은 물론이다. 장선우의 <꽃잎>(1995), 김지훈의 <화려한 휴가

>(2007), 장훈의 <택시운전사>(2017) 등이 그러하다. 이들 대부분의 영화들

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에 집중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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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창동의

<박하사탕>은 그 영화들과 달리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룸에도 운동에 대한

묘사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박하사탕>에서 리얼리즘적으

로 기록된 것은 김영호가 경험한 인생의 시간이지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광주민주화운동은 김영호의 인생사 일부로 묘사될 뿐 영화가

다루는 중심 플롯이 아니다. 이창동은 광주 운동을 포함해 20년 분량에 해

당하는 한국 근대화 과정의 시대와 김영호의 인생 중 20년 분량의 시간을

겹쳐, 그 속에 출몰하여 김영호와 끊김없이 상호작용하는 유령성을 기록하

였다.

<비정성시>는 대만의 ‘백색테러(白色恐怖, White Terror)’7) 시대가 끝난

이후 최초로 사영된 영화로 ‘2⋅28사건(二⋅二八事件)’8)를 다룬 작품이다.

허우샤오시앤은 <비정성시>에서 여러 차례의 롱 테이크(long take) 기법을

통해 다큐멘터리적 관찰자의 시각을 유지하며 인물들의 시간을 기록한다.

또한 <비정성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일기의 읽기, 자막, 독백, 수어, 그

- 8 -

7) 연합뉴스 정주호에 따르면 대만의 백색테러 시대는 공식적으로 1949년 장제스(蔣介

石) 국민당 정권의 계엄령 발령부터 시작돼 1987년 계엄령 해제까지 이어졌다고 한

다. 그러나 일반적 시각은 백색테러가 1947년의 2·28 사건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제가 물러난 이후에 국민당 군대가 대만에서 정권을 접수하며, 국민당에게

받은 차별대우를 반발한 대만 원주민들의 시위와 파업이 이러났다. 국민당 정부는 이

러한 반발을 유혈 진압하였다. 그 시점은 곧 1947년 2월 28일, 즉 ‘2·28 사건’의 시

작이다. 담배 노점상을 구타한 것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시위와 이후 진압으로 모두

2만8천여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대만 사회의 오랜 갈등이 시작된 단초였고 백색테러

의 상징이기도 했다. 당시 국민당 정권은 '불순분자'를 뿌리뽑고 권위주의 체제를 공

고화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숙청과 박해를 가했다. 백색테러 기간에만 14만

여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모두 3천∼8천여명이 처형됐다.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백색테러'는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반란 처벌 조례'

와 '중화민국 형법'에 근거해 계속 이어졌다. 1992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대만에

언론 및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화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백색테러 시대도 공식

적으로 막을 내렸다. (정주호, 「2·28 사건 70주년 앞둔 대만 '백색테러의 기억'」,

연합뉴스, 2017.2.27.)

8) 2⋅28사건(二⋅二八事件)은 대만 전역에서 일어난 민중봉기 사건을 말한다. 1947년

2월 28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2⋅28사건(二⋅二八事件)’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중화

민국 정부 관료의 폭압에 맞서 대만의 다수 주민인 본성인(本省人)(또는 ‘내성인(內

省人)’이라고 부름)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항쟁을 일으키자, 중국 국민당을 위시한 외

성인(外省人)들은 본성인을 폭압적으로 학살했다. 대만에서는 ‘2⋅28대학살’, ‘2⋅28

혁명(二⋅二八革命)’, ‘2⋅28봉기(二⋅二八蜂起)’, ‘2⋅28사변(二⋅二八事變)’ 등으로

도 부른다.



리고 혼용된 여러 방언들은 시간의 유희에 대한 전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미디어가 가지는 유령성과 역사 자체의 유령성에서

벗어나, 이창동의 <박하사탕>과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 두 영화가 내

부와 외부의 시공간적 측면에서 지니는 유령성과 그러한 유령성에 대한 리

얼리즘적 기록기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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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두 영화를 한자리에 놓고 비교한 연구 논문은 두 편이 있다.

한 편은 2020년에 진호주가 제출한 박사논문 「<박하사탕>과 <비정성시>

의 영상미학 비교를 통한 시대성 연구」이며, 다른 한 편은 김수연이 2005

년에 제출한 「<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의 멜로드라마적 기억」 연구이다.

첫 번째 논문은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 돋보이는 ‘감독의 뛰어난 예술

성취’, ‘영화 주제’, ‘시청 스타일’과 ‘서사 디자인’ 등의 유사성을 두 영화의

비교 전제로 연구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진호주는 1)서사 주제⋅서사 인물

⋅서사 시각, 2)서사 영상 언어에서 두 영화의 특징, 3)서사 시간⋅서사 공

간⋅서사 구조, 4)서사적 기호,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영화의 서사가 민주화

를 다룬 영화에서 보여주는 특징 및 추세를 탐구하였다.9) 두 번째 논문에서

김수연은 ‘영화에 국가의 트라우마적 역사가 어떻게 대중적 기억의 방식으

로 재현되었는가’의 문제를 다뤘다. 그녀는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하며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의 멜로드라마적 특징을 짚어낸다. 그

특징은 윌리엄스의 개념을 빌려서 멜로드라마에 대해 ‘순수한 공간’, ‘영웅

의 미덕’, ‘상실의 감정’, ‘리얼리즘’,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인한 인물의 심리

적 역할의 묘사’라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멜로드라마’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 영화가 ‘국가 역사에서 특정 시공간을 표현하는 데 있

어서 멜로드라마적 코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친다.10) 이 두 논문은 모

두 영화 서사나 영화 미학의 시각을 중심으로 <박하사탕>과 <비정성시>를

다룬 연구에 해당한다.

이외에 두 작품에 관한 개별 논문들은 주로 한국⋅대만 양국의 근대사

적 사건이 개인에게 끼친 트라우마에 주목하여 트라우마가 어떻게 영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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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호주(陳昊姝),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의 영상미학 비교를 통한 시
대성 연구」,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0) 김수연, 「<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의 멜로드라마적 기억」, 『대중서
사 연구』 제14호, 2005.



언어로 재현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주로 국가폭력, 근대화 과

정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 주체의 신분 인지(認知)에 관한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두 영화에 대해

분석하거나 ‘차연’의 과정에서 생기는 (비)가시적 유령의 영화적 기록에 대

해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출된 바 없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지점에 착

안하여 두 영화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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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구성

본론에서는 이창동의 <박하사탕>, 허우샤오시앤의 <바정성시>를 리얼리

즘적 영화기법으로 기록된 유령성, 그리고 신체라는 공간개념에 나타난 유

령성, 이 두 가지 유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장의 1절에서는 리얼리즘적 영화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박하사탕>

에서는 플래시백(flashback)에 주목할 것이고 <비정성시>에서는 음성언어

(내레이션(narration)11))와 문자언어(자막), 그리고 각종 방언의 혼용에 주목

하여 두 작품의 기법을 분석한다.

<박하사탕>은 플래시백의 기법으로 전개된다. 즉, 결과를 먼저 알려준

다음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사후적 구성의 암시

로 이해될 수 있다. 사후적 구성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다. 기원은 늘 사후적으로 발명된다. 즉 기원

은 결과의 결과물이 된다는 뜻이다. 플래시백이라는 기법 자체는 이러한

‘원인의 사후성’인 유령성을 지니고 있다. <박하사탕>은 주인공 김영호(설경

구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다. 김영호가 죽음을 직면하기 직전에 “난 다시

돌아갈래!”라는 대사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것은

바로 결과물에 비롯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기법의 예술 전시이다. 얼핏 보면

영화라는 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지나간 역사를 표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객관적’ 시선은 이미 항상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박하사탕>에서 사용되는 플래시백은 다른 영화에서 사용되는 것

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영화에서 사용되는 플

래시백은 현재 진행된 사건에 대한 보충 설명, 혹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

억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의 <라쇼몽>(羅生門,

1950)에서 나오는 플래시백은 과거 속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시

점을 따라 서사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결과에 대해 여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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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히로미(寬美, 辛樹芬 분)가 자신의 일기를 읽는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

간에 대해 기록하는 글과 그러한 글을 다시 시간 속에서 읽는(재현하는) 것이다.



이 함께 그 사건의 진실을 창조하고 주관적 요소로 인해 결국 진실을 찾지

못한다는 결론이 난다. <라쇼몽>에서 보여준 플래시백은 사건의 일관성을

위해 현재인 시간 속에서 순수한 과거를 서술하는 식이다. 이와 유사한 방

식의 작품으로 오손 웰즈(Orson Welles)의 <시민케인>(Citizen Kane,

1941)이 있다. <라쇼몽>에서 플래시백을 통해 한 사무라이(武士)의 사망 경

과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케인>에서는 케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 ‘로즈버드’(rosebud)의 의미를 찾아가는 경과를 보여준다. 이

러한 장면들은 모두 일관성을 위한 서술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박하사

탕>에서 사용되는 플래시백은 “시간적 순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간대의

순간들을 병치시키는 특수한 순간”과 “과거와 현재의 병치, 그리고 기억과

역사의 병치”12)이다. 나아가 일관성을 표현하며 지나간 시간을 현전 속에서

의 순수한 재현이 아니라 역행하는 기차를 빌려 역행하는 시간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가역성(可逆性)과 사후성에 대해 말한다. 뿐만 아니라,

<박하사탕>에서 보여주는 플래시백은 과거에 발생한 시간들이 이미 지나갔

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전(과거와 미래가 포함된 허구적

현전)의 겹침과 ‘차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겹침은 순수한 시간적 겹침이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간의 공간내기’

적 겹침으로 이해된다. 즉, 과거에 속한 시간이 현전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미래에 발생할 시간 또한 과거와 겹쳐 있다는 공간적인 시간을 <박하사

탕>의 플래시백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박하사탕>에서 사용

한 플래시백을 다른 영화에서 사용된 플래시백과 구분한 뒤, 가역적인 시간

과 시간이 낸 공간의 유령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영화 <비정성시>는 음성언어, 문자언어, 각종 방언의 혼용 등

다양한 언어적 기법을 활용해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인 4년 동안 대만

의 역사 전환기를 기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가 지

니는 현전과 부재의 시간적 특성과 각종 방언들이 갖는 서로 간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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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정호, 「플래시백 분석: 라쇼몽과 세편의 영화의 경우」, 『영화연구』 29호,

2006, 8쪽.



인(동시간적인) 의사소통 불가능성이다. 음성언어는 현전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를 내어 발화하는 순간 소리의 의미가 미끄러져 부재

로 휘발되어 버린다. 이러한 부재로 인해 음성언어는 현전하면서도 비-현전

을 지니는 (비)현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문자언어는 얼핏 보면 과거의 산

물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문자언어도 과거가 아니라 현전 속에서의 (비)현

전적인 것이다. 즉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결과적으로 (비)현전적인 것임에

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음성언어와 달리 문자언어는 언제나

미끄러진 의미의 흔적을 품고 있으며 그러한 흔적을 포착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현전’의 의미를 분리해서 설명하자면 음성언어는

‘부재를 품고 있는 현전’이며, 문자언어는 ‘현전을 품고 있는 부재’로 말할

수 있다. <비정성시>는 이러한 두 가지 (비)현전의 언어를 사용한다. 아울

러, 방언의 혼용이라는 관점에 근거해 <비정성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두

가지 대조적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히로에 등 대만 지식인들

이 사용하는 민난 방언과 중국 대륙에서 온 기자가 사용하는 표준중국어

간의 소통성, 웬숑(文雄, 陳松勇 분)과 상하이파 간의 불통성 이 둘의 대조

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로에(寬容, 吳義芳 분) 등 지식인들이 대만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과, 웬칭(文清, 梁朝偉 분)과 히로미(寬美, 辛樹

芬 분)가 같은 공간에서 독일음악 및 사이렌(Sire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의 대조이다. 그 외 세 번이 지나가는 천이(陳儀)의 라디오 방송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언어적 측면에서 현전과 부

재가 지니는 유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역사의 전환기는 유령이 출몰하는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 시

간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과거와 중국 대륙과의 분열인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사이를 확대해 보여주는 것

이다. 이에 과거로 인해 생긴 유령과 미래로 인해 생긴 유령들이 주체와 함

께 존재한다는 점이 리얼리즘적 기법으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하사탕>의 플래시백인 표현기법과 <비정성시>에서 나타난 각종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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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은 시간이 늘 현전과 부재의 겹침 속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영화의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허구적)과거, (허구

적)현재, (허구적)미래가 갖는 허구적 시간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각 장의 2절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령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도착한 것과 아

직 오지 않은 것 사이의 존재론적 대립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데리

다는, 유령은 현재를 현재의 부재로 미리 표시하는 흔적이라고 주장한다.13)

바꿔 말하면 흔적이라는 시간의 노출인 셈이다. 이러한 유령의 흔적은 영화

에서 공간을 통해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작과 종결의 동일한 공간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간으로 개념화

된 신체이다. <박하사탕>과 <비정성시> 두 작품에서 이들 공간은 기록됨으

로써 유령성을 가시화한다.

첫 번째 ‘공간’은 외적인 공간과 시간적 공간을 의미한다. <박하사탕>에

서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공간이자 종결되는 공간으로 야유회 장면에 해당하

며 <비정성시>에서는 스토리의 시작이자 종결의 장소인 ‘작은 상하이’에 해

당한다. 이들 공간은 시간 속에서 지연된다는 의미의 ‘시간적 공간’이다. 데

리다의 주장에 따르면, 공간의 차이 및 시간의 지연은 ‘차연(différance)’이

라는 (비)동시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해체로

인해 나타난 ‘시간의 장(場)’, 즉 ‘시간의 공간내기’ 과정도 함께 상징적으로

구현된다. 현전에는 이미 항상 지나간 것과 아직 아닌 미래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이러한 열림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출몰’의 가능성으

로 이해되는 나타남과 사라짐의 무한한 가능성인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그 열린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은 늘 공간내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해체된 시간과 시간의 공간은 정지된 것이 아닌 늘 자신과 끊

임없이 달라지면서 동시에 지연되는 것이어서 끝없는 동적 지향성을 갖는

다. 이러한 해석은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반영한다. <박하사탕>과 <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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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앞의 책, 205쪽.



시>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시간적 공간의 영화적 상징 표현으

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공간의 반복, 허구적 현전인 시간과의 겹

침, 부재와 현전, 삶과 죽음의 겹침인 유령성이 관찰된다. 이를 위해 각 절

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두 영화의 시작 장면과 종결장면에 등장하는 이 공

간의 유령적 의미에 대해 영화적 기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공간’은 ‘신체’라는 공간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신체를 공간으

로 간주한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신체는 확정된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과정’으로 간주된 신체

는 늘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체이다. 공간으로서 신체 또한 늘 열려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공간 속에는 타자가 들어오고 또 상실될 수 있

다. 신체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실된 것들의 재-상실은 유령의 출몰로 간주

될 수 있다. 우선 <박하사탕>에서는 윤순임의 상실과 김영호의 순수함의 상

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진압군에 있던 김영호는 다리에

서 총상을 입은 후 전우들을 기다리는 동안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실수로

지나가는 한 여고생(박지영 분)을 총살한다. 총상을 입는 김영호의 신체와

윤순임으로 착각되어 파괴된(죽은) 여고생의 신체는 광주민주화운동이란 사

건의 직접적인 흔적이 되어 김영호의 신체 속에서 유령의 형태로 존속한다.

이것이 첫 번째 상실이다. 김영호가 경찰이 된 후 고문당한 노동자의 배설

물로부터 오염된 손과 윤순임이 말한 착한 손을 대조한 결과 윤순임이 떠

나며 두 사람의 연애가 끝나는 것이 두 번째 상실이다. 그리고 수년 후 김

영호가 윤순임의 고향에서 윤순임을 대신한 술집 여자에게 고백을 하며 상

실한 그녀를 애도하는 것은 그러한 상실의 반복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기 전 김영호가 사망 전의 윤순임과의 마지막 만남 장면에 드러

난 상실이다. 이러한 상실들은 모두 신체라는 공간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

러한 기록은 <박하사탕>에서 ‘장애’라는 리얼리즘적 방식으로 드러난다. 따

라서 <박하사탕>에서 신체의 장애로 기록된 상실로서의 유령성을 이 부분

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살펴볼 <비정성시>에서는, 린 씨 형제의 신체가 묘사된다.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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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형제 중에서 큰형 웬숑은 상하이파와의 갈등 속에서 목숨을 잃었(신체가

파괴된)다. 의사였던 둘째 아들 웬롱(文龍)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소

집으로 인해 남양(南洋)으로 떠난 뒤 전쟁이 끝나고도 소식이 없어, 결국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라진 신체’가 된다. 셋째 아들 웬

량(文良, 高捷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상하이에서 일본군인들의 통역을

도운 적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광복한 대만의 새로운 국민당(國民黨)

정부에게 매국노로 간주되고 고문을 당하여 정신 장애를 앓게 된다. 그리고

막내아들 웬칭은 8살 때(일본 식민지 시기) 사고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되어

서 음성언어 능력을 상실했다. 대만 광복 이후 2⋅28사건(二二八事件)이

일어나며 권력자들은 청각장애인인 웬칭이 갖고 있는 문자언어 능력조차 용

인하지 않으며 결국 파괴한다.

<박하사탕>과 <비정성시> 두 영화에서 묘사된 이들 신체는 곧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드러난다. 신체의 결핍이나 장애가 곧 유령의 신호이며 이

들 작품은 영화라는 가시적 방식으로 ‘유령’이라는 (비)가시적인 것의 본질

을 보여준다. 요컨대, 본고에서 각 장의 2절은 유령의 이러한 영화적 기록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간의 노출인 흔적이 신체와 어떠한

상호작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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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하사탕>: 한국의 근대화과정에 나타난 유령들

2.1. 플래시백을 활용한 사후적 구성의 의미

1997년 한국이 겪었던 IMF 외환⋅금용위기(이하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한국 경제 성장 신화였던 대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정태수는 이 시기 한국영화의 두드러진 특징

에 관하여 “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한국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영화 속의 인물이 나타난 현재의 모습이 늘 한국 사회 속의 시간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는 과거 속에서

규정되고 과거의 시간과 역사를 지나면서 형성된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그

것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14) 바꾸어 말하여 이 시기의 한

국 영화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및 역사적 사건들을 영화 속 인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곧 이 시기의 한국 영화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이란

근대 역사를 기록하며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의 코리안 뉴웨이

브(Korean New Wave)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 있는 사회적 억압”, 그리

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향한 전망을 도출해 내고자 했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한국영화의 미학적 형식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15)는 리얼리즘적 성

격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한국영화는 ‘코리안 뉴웨이브’라는 명칭을

이어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Post Korean New Wave)’로 규정될 수 있

다.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영화 흐름을 칭

하는 말이다. 원용진은 이 시기의 영화들은 ‘우울의 감정구조’를 공통된 특

징으로 지닌다고 적은 바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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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태수, 『세계 영화예술의 역사』, 박이정, 2016, 765쪽.

15) 한국영화자료원, 「1987년-1996년: 코리안 뉴웨이브」,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wQzbiZh6?hl=ko, 검색 날짜: 2021.10.28.



과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늘 “과거로 용해하려 시도”

한다. 즉, “과거를 현재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다. 포스트 코리안 뉴웨

이브의 영화들은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병렬되며 유합되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원용진은 이러한 특징에 대해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현재에 대한 불안함을 ‘과거+현재’라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해소하

려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한다.16)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영화로는 곽경택의

<친구>(2001), 송해성의 <파이란>(2001), 김대승의 <번지 점프를 하다

>(2000), 이창동의 <박하사탕>(2000) 등의 작품들을 꼽을 수 있는데, 본고

에서는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기록에 주목하여, 연대기적 의미를

지니는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박하사탕>은 국가의 폭력으로 비롯해 그 국

가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파멸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즉, <박하사탕>은

국가의 폭력과 개인의 상처, 그리고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파멸을 전시하는 영화로 정의된다. 또한, <박하사탕>을 ‘코리안 뉴웨이브’의

화두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며, 영화에서 “과거의 소환과 이로 인한 현재의

자기 성찰”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한 개인의 상처를 다루는 <박하사탕>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17) 한편 이다운은 <박하사탕>에서 김영

호의 삶 자체는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명확

한 증거로 보며, <박하사탕>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영화적으로 기록함으로

써 역사적 트라우마의 피해자를 이해하고 기억할 만한 하나의 허구적 사건

이 되어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다운에 따르면, 김영호의 삶은 한 개인

의 삶으로만 간주되면 결코 안 되며, 그의 삶은 “역사와 사회의 폭력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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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용진,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 미디어 오늘, 20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3, 검색 날짜:

2021.11.02.

17) 문관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하사탕), 『한국영화100선』, 한국영상자료원

편, 한국영상자료원, 2013.



생된 존재 전체”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김영호의 죽음은 “그들의 떨

칠 수 없는 거대한 아픔”을 표상한다고 한다. 즉 김영호의 삶과 죽음은 “역

사의 상흔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두의 비극인 것”이다.18) 본고는 이

들과 달리 <박하사탕>에서 나타난 국가의 폭력과 이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

의 층위에서 벗어나, 이러한 사건을 담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아울러 <박하사탕>의 영화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다.

이창동은 이러한 사건들을 영화에서 리얼리즘적으로 기록하여 재현한다.

여기서 ‘기록’과 ‘재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연대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박하사탕>에서 나타난 사건들이 이창동 감독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령

적 시간 자체의 흐름으로써 형성된 산물로 간주되며, “경험적인 현실을 유

일한 방법으로 인식”19)하는 리얼리즘적인 기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리얼리즘 영화로서의 <박하사탕>의 의미는 이러한 자연

스럽게 형성된 것들에 대해 기록 및 재현하는 것에 있다. 박명진은 영화가

역사에 대한 관계 설정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에 관해 서술한다.

하나는 “음성기호나 문자기호와 같은 역사 기술(記述) 방식과는 다른 방식

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영화이다. 즉, 문자로 기록된 역사책과 같은 사료(史

料)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그것이 당대를 촬영한 영상자료(영화)이

다. 따라서, 이러한 영화텍스트는 만들어진 시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영

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 시간을 재현함으로써 역사 학

자의 작업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역사영

화”, “사극(史劇)”, “시대극”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박

하사탕>은 위의 두 가능성 가운데 후자, 곧 “이미 지나간 시간을 기억함으

로써 과거를 재구성”하는 영화로 볼 수 있다.20) <박하사탕>은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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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다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적 기록: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한국

문예비평연구』 제62집, 2019, 328쪽.

19) 한국민족문화백과서전에서 ‘사실주의 寫實主義’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져온 것이다.

해당 사전에서는 “경험적인 현실을 유일한 세계⋅가치⋅방법으로 인식하려는 문예사

조”라는 것으로 ‘사실주의(또는 현실주의, 리얼리즘)’를 정의하고 있다.

20) 박명진, 「한국 영화의 역사 재현 방식: 광주 항쟁 소재 영화를 중심으로」, 『국제



같이 객관적인 시점으로 시작된 1999년부터, 가장 가까운 사흘 전, 그리고

1994년, 1987년, 1984년, 1980년, 1979년의 순서대로 이렇게 일곱 개의 시

퀀스를 순차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개된다. 본고는 <박하사탕>에서 사

용한 이러한 플래시백 서술 기법이 어떠한 시간적 사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사후적 시간의 구조가 영화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기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 전체로서 볼 때, <박하사탕>은 플래시백(flashback)의 기법의 서술

이 두드러지는 영화이다. 플래시백은 ‘영화나 소설 등에서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장면(a scene in a

movie, novel, etc., set in a time earlier than the main story)’으로 정의된

수 있다.21) 바꿔 말하면 영화에서의 플래시백은 현재 발생한 사건이나 현재

사건의 결과를 먼저 관객에게 알려준 다음에 과거형 시간대로 돌아가서 이

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거나 이의 기원을 찾는 것이다. 제라르 즈

네뜨(Gérard Genette)는 『서사담론(Narrative Discourse)』에서 ‘플래시백’

개념을 ‘아나렙시스(Analepsis, 회상)’와 ‘프로렙시스(Prolepsis, 예상)’로 세

분하여 서술하였다. ‘아나렙시스’는 현재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현재

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서술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프로렙

시스’는 사건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 예측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이다.22)

<박하사탕>에서 사용된 기법은 ‘프로렙시스’가 아닌 ‘아나렙시스’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라르 즈네뜨는 아나렙시스는 다시 ‘외적 회상(External

Analepsis)’과 ‘내적 회상(Internal Analepsis)’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내적 회상은 기본 서사 내부에 속하는 회상행위이며, 회상하는 사건의 시점

은 현재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사의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달리 외적 회상은 기본 서사의 밖에 있는 사건에 대한

회상, 즉 기본 서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전시하는 것이다. <박하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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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41집, 2006, 218~219쪽.

21) Oxford Languages에서의 정의임.

22) 제라르 즈네뜨, 『서사담론』, 권택용 역, 교보문고, 1992, 30쪽.



에서 사용된 플래시백은 제라르 즈네뜨의 이론으로 말하자면 ‘아나렙시스’

속의 ‘외적 회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특징은 사후적 구성인

것이다. <박하사탕>에서 사용된 외적 회상은 ‘현재’ 발생한 사건과 독립되

어 밖의 ‘철저한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단순

히 과거로 돌아가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사후적 구성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포착해낸 트라우마의 구성 방식과 칸트

의 자유의 개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기원은 늘 사후적으로 발명된 것이

며, 결과의 결과물인 것이다.

정신분석학적인 견지에서 비추어질 때, ‘시간’은 미래와 과거의 불확정한

경계선과 분리 불가능성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어떤 기원에 대해 찾을

때 단순히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며 과거의 사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은 항상 미래로도 동시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

문이다. 즉, 사건의 기원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원의 사후성을 뜻한다. 이러한 미래와 겹치는 과거와 달리 영

화에서 사용되는 플래시백이라는 기법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박하사탕>에서 시간은 플래시백을 통해 김영호

의 죽음이 발생한 이후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래시백을 통하여

과거의 시간만 전시하면서 김영호가 경험했던 삶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닫혀 있는 확정된 과거를 전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박하사탕>에서 사용한 플래시백은 철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사후적 구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지닌 시간적 의미의 측면 또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즉, 영화를 만드는 감독,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 또한 영화 속에

서 벗어난 생생한 ‘살아 있는’ 의미로서의 인물들 등등이 속하는 영화 밖의

세상은 영화 자체와 분리 불가능한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박하사

탕>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살펴볼 때 이미 이 영화

의 밖의 세상에서 바라본다. 다시 말해 이창동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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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들 때 이미 영화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늘 영화 밖에 있어야

한다. <박하사탕>을 관람하고 해석하는 우리도 늘 영화 밖의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 밖의 세상은 늘 불확실하고 변하고 열려 있는 세상이

며 늘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향하는 세상이다. 즉, 영화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플래시백을 따라 영화 속의 확정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는 행동 자체로써 불확실성을 지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게 된

다. 다시 말해, 영화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은 영화 밖에서 미래로

향하는 시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영화 내부 세계의 인물은 항상 영화 외부

세계의 우리와 상호작용을 지닌다. 요컨대 영화 속의 인물의 과거는 영화

외부의 우리들의 미래와 겹치며 늘 함께 작동된다.

또한, 영화의 존재는 늘 인위적이다. 영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며, 타

자의 앎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야 한다. 만약 타자와의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화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와 관람자는

항상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지닌다. 영화는 이미 항상 순수한 영화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영화 속의 과거도 늘 순수한 과거가 될 수 없다. 영화를 하

나의 주체로서 간주한다면, 영화의 관람자들은 끊임없이 주체를 오염시키는

타자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영화 자체나 영화 속 주인공의 순수성 및 확실

성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영되는 영화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는

항상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와 같은 관점은 관람

자인 타자가 스스로 행하는 해석 측면의 문제일 뿐, 영화 자체는 불변한 확

정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영화가 반복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무한한 차이를 주목하여 그러한 차이로 인해 영화가 영원히 영화 자

신이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

하면 영화 자체는 시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마치 시간 속의 A는 늘 똑

같은 A가 될 수 없고 끊임없이 다른 A로 변하는 것과 같다. 들뢰즈

(Deleuze)는 『차이와 반복』의 제1장인 「차이 그 자체」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사물, 즉 ‘이것임(thisness, haecceity)’은

늘 자기 자신과의 차이를 품고 있는 시간의 결과물이다.23) 이러한 맥락에서

- 23 -



<박하사탕>도 늘 <박하사탕> 자신이 아니며, 영화 속 김영호의 과거도 과

거가 아니라 늘 (외적 세계의)미래가 들어가 있는 과거이다. 즉 순수한 확

정된 과거가 아니라 늘 열려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과거

이다. 과거의 자신도 늘 자신과의 차이를 품고 있다.

다시 말해, 영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반복의 과정으로 간주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시백’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플래시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화 속의 시간과 영화 밖

의 시간이 서로 역-방향으로 향하는 성질로 인한 기원을 발명하는 과정을

연구의 중심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플래시백에 대해 오카 마리(Oka

Mari)는 이와 같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플래시백)은 단순히 과거에 당한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뜻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매우 유쾌하지 않을뿐더러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플래시백이란 그 이상으로 기억에 매개된 폭력적인 사

건의 지금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자기 자신이

그 당시 마음과 신체로 느꼈던 모든 감정, 감각과 함께 내팽개친 채로 그 폭

력에 노출되는 경험인 것이다.24)

<박하사탕>에서 사용하는 플래시백에 대해 박명진은 ‘분석극적 기법’25)

이라 칭한다. <박하사탕>에서는 주인공 김영호가 영화 시작한 부분에서 하

는 “난 다시 돌아갈래!”라는 대사와 김영호의 죽음과 함께 시간의 과거로

돌아간다. 이러한 플래시백은 가까운 과거부터 먼 과거의 순서대로 하나씩

김영호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의 역시간적

으로 찾게 된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20대 김영호의 ‘야유회’라는 기원은 순

수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현재까지 김영호가 경험한 것들로 죽은 김영

호 또는 관객들이 재구성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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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24) 오카 마리, 2000, 51쪽: 박명진, 앞의 책, 224쪽에서 재인용.

25) 박명진, 앞의 책.



회란 기원으로 인해 김영호의 인생이 이렇게 형성되며 결국 자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김영호가 광주민주화운동과 야유회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는 (비)동시대적인 의

미를 지니는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겹치는 허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다. 동시대성과 비동시대성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

이다. 그리하여 플래시백에서 전시되는 과거라는 시간은 진정한 과거도 아

니며, 영화적 시간을 통하여 현재처럼 전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현재

도 아니다. 결과를 만들어준 기원은 기원이 아니며 기원을 비롯한 결과도

결과가 아니다. 정리하면 영화 속의 시간과 사건, 그리고 영화 밖의 시간과

사건에 관해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위의 표는 영화 시퀀스, 영화 속의 사건, 김영호의 기간, 관람하는 동안 관

객의 시간, 그리고 영화 밖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영화 밖의 사건에서도 영

화 개봉 당시인 2000년 1월의 지점, (이 표를 만드는)현재 재-관람하는

2021년 11월의 지점, 그리고 무한한 미래의 시점으로 구성된다. 위의 표에

서 전시된 모든 시간과 사건들은 다 서로 겹치는 것이다. 미래로 흐르는 시

간이나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시간은 다 서로 겹치는 관계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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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표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래시백적 시간성에 대해 정태수는 아래와 같이 서술한 바 있

다.

인간은 플래시백이라는 영화적 수법에 의해 비로소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무

한한 자유 의식을 영화 속에 투영시킬 수 있다. 몰론 플래시백에는 질서와 일시

성의 가정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연대기적 시간에 관한 우리들의 추측에

잠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간은 분할되기도 겹쳐지기도 한다. 그것

은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여, 과거는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현재를 만

든다. 우리가 플래시백을 보고 있을 때, 추측된 시간은 과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속에서 영화를 이해한다. 관객은 시간과 관련해서 이중적으로 위치 지어진

다. 관객은 플래시백을 나타내 주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약호들로 인해 그들

자신이 과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픽션 내에서의 자연화 과정 때문

에 과거를 알지 못하게 되고,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내러티브의 논리를 방해하

지 않기 때문에 자연화 되고 오히려 그것이 관객을 장소에서 안전하게 지켜준

다.26)

플래시백으로 인해 영화 속과 영화 밖의 시간이 겹치게 되며, 과거, 현재,

미래가 불명확하게 된다. 이러한 ‘불명확함’ 속에서 ‘기원’에 대해 재구성하

는 과정에서 차이와 가능성이 생긴다. <박하사탕>에서 김영호가 경험된 시

간, 김영호가 경험된 시간들의 플래시백적인 과거의 시간, 관객들이 플래시

백적 과거의 시간을 따라서 경험되는 시간, 그리고 영화가 방영되는 동안

발생하는 자연적 시간과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는 관객들의 시간 등으로 인

해 비롯된 시간의 혼돈 속에서 함께 김영호의 죽음의 기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기원’이라는 결과물을 발명하는 과정은 유령과 함께 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 기억과 망각, 실

재와 상상 사이를 무수히 오가면서 결국엔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시간대처

럼 느끼게 만드는 절묘한 시간 구조를 만들어 내”27)며, 시간의 혼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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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재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의 유령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플래시백이라는 기법 자체는 유령이 출몰하는 과

정의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영호의 유령은 우리와 함께 상호

작용을 한다. 김영호의 유령은 ‘우리’를 빌려서, 또는 우리가 ‘김영호의 유

령’을 빌려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김영호의 유령’과 ‘우리’의

의지대로 ‘과거’라는 것을 발명한다.

서영채는 ‘사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서술할 때 프로이트가 분석한 엠

마라는 여성의 한 사례를 예시로 든다. 엠마는 혼자서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지 못하는 광장공포증의 소유자로서 프로이트를 만나서 이 증상의 기원을

찾으려고 한다. 엠마는 프로이트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춘기 때 경험했던

‘점원이 자기를 보고 웃음을 터뜨린 사건’(사건1)과, 여덟 살 때 가게주인한

테 당했던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는 사건’(사건2)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엠마는 이 두 개의 사건(더욱 정확히 말하면 사건2), 즉 그러한 트

라우마 때문에 광장공포증을 입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트라우마가 사후적 구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광장공포증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28)

<박하사탕>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성의 개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창동은 영화가 시작된 부분에 김영호의 죽음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에 따

라 관객들은 곧 ‘김영호가 왜 자실을 했을까?’, 또한 ‘김영호가 왜 다시 돌

아갈래, 어디로 다시 돌아갈래?’, 혹은 ‘김영호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같

은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영화가 시작된 부분에 보여지는 김영호의 죽

음은 스토리의 결과라 간주할 수 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그 죽음은 김영

호라는 이 인물 주체의 삶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영화가 시작된 부분에 먼저 주인공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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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호영, 『프랑스 영화의 이해』, 연극과 인간, 2003, 181쪽: 정태수, 앞의 책, 442

쪽, 재인용.

28) ‘사후성’ 개념은 다음의 글에서 참고하였음. 서영채, 「사후성」, 2019.



영화가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보통 이에 대해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김영호가 죽은 후에 그의 죽음이 주변 세상에게 가

져온 영향이나 그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

나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가 겪었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죽음의

이유나 기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박하사탕>은 후자의 선택지를 선택한다.

프로이트가 엠마에게 회상을 인도(引導)해주는 방식으로 엠마의 트라우마를

찾아낸 것과 같이 이창동은 플래시백을 통하여 마치 김영호가 자신의 일생

을 회상하는 것처럼, 또는 관객들이 그러한 역사를 회상하는 것처럼 김영호

의 죽음의 기원을 전시한다. 여기서 이창동은 프로이트의 역할이고, 김영호

가 엠마의 역할이다. 그럼 관객은 프로이트인가 아니면 엠마인가? 영화 밖

의 세상에서 관객들은 미래로 향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 속의

세상에 대해 질문을 하며 ‘허구적인 회상’을 한다. 이러한 질문과 회상을 동

시에 하는 관객은 프로이트이자 엠마이며 이 두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된다.

그리하여 감독, 영화 인물, 관객이라는 이러한 3자 간의 유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플래시백이 지니는 사후적 구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영채가 쓴 「사후성」에서의 내용을 빌어 설명하자면, 엠마에게 광장

공포증이 형성된 진정한 기원은 ‘사건1’보다 더욱 깊은 층위에 차지한 ‘사건

2’이다. 즉 엠마가 사춘기 때 겪었던 사건보다 더욱 먼저 일어난 여덟 살

때의 사건은 광장공포증이라는 결과의 진정한 기원인 것이다.29) 만약 엠마

의 이러한 증상과 증상의 기원에 대해 <박하사탕>식의 기법으로 표현한다

면 아마도 플래시백을 사용하여 현재 광장공포증을 갖는 엠마의 ‘결과’부터

사건1, 사건2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시하지 않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원을 찾아내는 과정은 사실상 ‘찾는 행위’가 아니라 기원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박하사탕>에서 사용한 플래시백이라

는 기법 자체는 기원(즉 결과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시

각적 재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하사탕>에 사용된 플래시백 기법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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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영채, 앞의 글.



의 다른 영화로는 장선우의 <꽃잎>(1996)을 들 수 있다. 박명진은 <꽃잎>

에서 나온 ‘소녀’는 “부재(不在)하는 현존(現存)”이며 “눈으로는 보이지 않

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 귀환하는 유령”이

라고 한다. 영화에서의 소녀는 “상처의 환유”이며, “전지적 작가 시점의 플

래시백 수법”을 통해 전시된다고 한다. 이 때 “소녀의 기억을 소환하는 플

래시백 수법은 소녀의 과거 상처가 관객들과 함께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

을 말해주는 장치”가 된다.30) 이는 <박하사탕>과 마찬가지 과거를 현재처럼

말해주며 관객과 함께 ‘과거’라는 것을 재구성한다. 즉, 플래시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도래할 미래들 간의 한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박하사탕>은 김영호의 죽음으로부터 관객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진다.

그 중에서 가장 묘연하고도 핵심적인 것은 ‘김영호가 왜 자살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통상 ‘왜(why)?’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늘 ‘때문이다(because)’

라는 식으로 대답한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때문이다’

라는 해답 자체가 실은 어떤 점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 대

답하는 순간 그 대답은 미끄러져서 전혀 다른 욕망, 또는 재구성된 것의 결

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초적인 ‘때문이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은 원초적인 ‘때문이다’, 즉 기원을 늘 밝히려고(정확

히 말하면 발명하려고) 한다. 기원을 밝히려고(발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원의 가상(假象)’이 나타나며 그러한 가상은 진정한 기원을 발현

(발명)하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자 인과관계를 지니는 조건이다. 기원을

발현(발명)하는 과정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원의 가상을 일일이 배제하며

아래 깊이 깔려 있는 화석 같은 진정한 기원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한다.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은 시간의 가역(可逆)적인 특성을 말한다. 플

래시백은 이러한 가역적인 시간의 특성에 대한 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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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박명진, 「한국영화의 역사 재현 방식 – 광주 항쟁 소재 영화를 중심으로」, 2006,

223~224쪽.



<표2>

<표3>31)

<박하사탕>에서 기차는 시간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영호는 기찻

길에서 자살한 다음에 기차가 역행하기 시작한다. 역행하는 기차는 바로 역

행하는 시간을 뜻한다. 이러한 역행하는 기차(시간)를 따라서 김영호의 죽

음(결과)의 기원에 대한 찾기(만들기)가 시작된다.32)

<박하사탕>은 일곱 가지 시퀀스, 대칭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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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문 A~E는 김영호의 죽음을 지점으로 영화 속(김영호가 겪었던 사건)과 영화 밖

(관람자가 경험하는 시간)의 시간이 발생하는 순서를 뜻한다. 숫자 1은 영화 속의 사

건이며 숫자 2는 영화 밖의 경험을 말한다.

32) <박하사탕>은 2000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개봉되었다. 길고 힘든 근대화 과정

을 담은 20세기가 끝나며 새로운 희망을 가진 21세기가 시작되는 날에 이 영화가 개

봉되었지만, 영화 속의 시간은 미래로 향하며 미-발생한 것에 대한 기대나 전망이

아니라 김영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 전의 1999년에 영원히 정지되었

다.



번째 시퀀스는 “야유회, 1999년 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화면이 달리

는 기차와 함께 ‘봉우회33)’ 회원들이 20년만이 모이는 야유회로 도착한다.

이 시퀀스는 철로에서 달려오는 기차와 부딪친 김영호와 그의 표정과 목소

리를 보여주면서 마친다. 이창동은 영화가 시작된 첫 시퀀스에서 김영호의

삶의 결과를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철로 위로 올라간 김영호는 반복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 질문이 건네지는 그 자신으로, 봉우회의

친구로, 또는 하늘로, 관객들로 간주할 수 있다. 김영호의 삶의 귀결은 이렇

게 철로에서 마감되는 것이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얻어진 것인지 그 자신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된 <박하사탕>의 문제는 김영호의 죽음의 이유,

또 기원을 추적하고 발견(발명)하는 것이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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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영호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아리의 명칭임.



<그림2>

역행하는 기차를 따라 과거로 회귀하는 두 번째 시퀀스는 “사진기, 사흘

전, 1999년 봄”이다. 영화는 여기에서 플래시백을 통해 김영호의 죽음의 기

원을 찾기 시작한다. 이 시퀀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전부로

권총 하나를 구한 김영호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골

라 죽이려 한 것이다. 김영호가 말한 “내 인생을 망쳐버린 놈”들은, “피 같

은 내 돈 다 날려버리고 깡통차게 한 증권회사 직원놈”, “달러빚 내주고 고

리 뜯어낸 사채업자 그 흡혈귀 같은 그놈”, “동업한다 해놓고 사기치고 토

깐 친구놈”, “이혼한 마누라하고 애새끼”, 이렇게 다섯 사람이다. 자살(자신

몸의 파괴)이라는 결과를 일종의 폭탄의 파괴에 비한다면, 여기서 말한 김

영호의 ‘망한’ 인생은 그 폭탄의 뇌관이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곧 뇌관을

터뜨린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 시퀀스 후반에는 갑작스럽게 윤순임이라는 ‘김영호와 서로 좋

아했던’ 여인이 등장한다. 불치병에 걸린 윤순임은 자신 인생 최후의 시간

에 김영호를 한 번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남편은 대신 전달한다. 또한, 김영

호는 ‘윤순임에게 맡겼던 김영호의 사진기’를 마지막에 윤순임의 남편에게

받는다. 사진기, 필름, 이러한 시간의 상징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시퀀스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윤순임은 누구일까? 김영호의 사진기는 왜 윤순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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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게 된 것이었을까? 윤순임은 김영호의 망한 인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의 의문이 생긴다. 또 재차 생각하면, 김영호의 죽음의 직접적

인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인생을 망쳐버린 놈”이 아니라 윤순임과의 재-

만남이나 윤순임의 (곧 도래할)죽음인지도 모른다. 김영호의 죽음의 원인이

란 여기까지만으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삶은 아름답다, 1994년 여름”이라는 제목을 가지는 세 번째 시퀀스에

서 보여진 김영호의 삶은 앞의 시퀀스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 차이점이다. 앞의 시퀀스와

달리 이 부분에서의 김영호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아파트

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가 대조되는 이유에 대해 추측하려면

두 시퀀스가 발생된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된다. 1999년과 1994년이다. 이

두 시점 가운데에 바로 한국의 외환위기가 있다. 이창동은 영화에서 직접

외환위기에 관련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시대적 배경지식을 지니는

관객들은 그것을 대략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인위적 특성을 지니는 사

건원인의 인과관계이다. 즉, 결과의 원인에 대한 발견은 늘 인위적인 것이

며, 정확히 말하자면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박하사탕>에서 김영호가 겪

은 경제적 상황의 추락과 이러한 추락을 발생한 시간을 보고 관객의 고유

한 앎을 통해 ‘외환위기’라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원인으로 판단을 내는

것은 결과의 사후성의 한 예시이다. 그런데 이 시퀀스에서는 김영호의 대조

되는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것 또한 보여준

다. 이 시퀀스에서 김영호는 와이프 양홍자와의 갈등, 비서 미스리와의 불

륜, 그리고 강아지에의 싫증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김영호와 함께 사업을

하는 친구, 집들이 때 초대한 친구, 그리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박명식(김

경익 분)이라는 남자가 이 시퀀스에서 등장한다.

이 시퀀스의 제목인 ‘삶은 아름답다’는 박명식이라는 남자의 일기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김영호는 말한다. 앞에 나온 윤순임과 같이 이 시퀀스에서

등장한 박명식에 대해서도, 그가 김영호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영호는 박명식에게 “삶이 정말 아름다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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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을 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묻는 것이다. “그 질문은 지극히 부정적

인 현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삶이 아름답다‘는 대답으로 돌아왔다”34).

영화는 이러한 의문과 대답을 가지고 한 번 더 시간의 과거로 돌아간다.

네 번째 시퀀스는 “고백, 1987년 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발한다. 여기

서 고백이란 것은 두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하나는 김영호에게 고문을

당하는 박명식의 고백이며, 다른 하나는 김영호가 첫사랑 윤순임이 사는 도

시인 군산으로 출장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여자에게 윤순임을 향한 사랑하

는 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이다. 이 시퀀스는 두 가지 대조적인 면을 보여

준다. 첫 번째, 일기에서 ‘삶이 아름답다’고 쓴 박명식과, 민주항쟁을 뜨겁게

진행하는 1987년이라는 특별한 역사적 시간 점에서 잔인한 수단으로 고문

을 당하는 박명식의 모습, 두 번째, 아내가 출산한 소식을 듣고 나타난 김

영호의 무관심한 태도와, 소식이 없는 첫사랑 윤순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

움, 이러한 두 대조 속에서 ‘틈’이 생기며 틈에서는 트라우마가 나타난다.

우선, 박명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자. 앞 시퀀스에서 식당에서 김

영호와 우연히 만난 박명식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증상이라고 본다면, 그

러한 증상을 나타나게 만들어준 원인은 바로 이 시퀀스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김영호의 고문과 박명식의 고백이다. 이 사건, 또는 김영호라는 사람 자

체는 박명식에게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프로이트와

엠마의 사례를 빌려서 본다면 이번 시퀀스에서 전시된 ‘고백’이라는 사건은

얕은 차원에 있는 사건1(점원들이 엠마의 옷을 보고 웃는 사건)일 뿐이지

진정한 기원이 아니다. 근본적인 기원은 영화에서 직접 전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관객인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것이다. “삶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야?”라는 질문은 앞의 시퀀스에서 김영호와 박명식의 재회에서 김영호가 질

문하였다. 이번 시퀀스에서 나온 박명식의 삶은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에 대

답한다. 그런데 “삶은 아름답다”라는 말은 박명식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한

어떠한 의미로 쓰인 것이지 그 이유도 우리가 재구성해야할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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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정은, 「고통 속에서 찾아낸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 만나고 싶었습니다 — 영화감

독 이창동」,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02.6.3.



두 번째, 양홍자와 윤순임의 차이성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같은 공간

에 존재하고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양홍자는 김영호에게 안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볼 수 없는 윤순임이 ‘같은 비를 맞고 있’으며 ‘지금 보고 있는

비를 같이 보고 있다’는 식으로 서로 간의 지니는 어떠한 ‘공통성(共通性)’

을 느끼며 함께 보고 있는 비를 통해 윤순임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

한 ‘가시적 비가시성(양홍자)’과 ‘비가시적 가시성(윤순임)’은 시간과 공간의

틈 속에서 생기는 트라우마의 결과물이며, 유령이 출몰하는 흔적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시퀀스는 “기도, 1984년 가을”이다. 이 시퀀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셋이다. 첫째, 김영호의 손이 가지는 의미이다. 윤순임은 김영

호와 만날 때 아래와 같은 대사를 한 바 있다:

윤순임: 손이요. 영호 씨의 손이요.

김영호: 내 손이 왜요?

윤순임: 아까부터 영호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는데, 손을 보니까 영호 씨

가 맞네요. 영호 씨 손이 특이하잖아요. 뭉툭하고 좀 못 생겼는데, 참

착하게 보이는 손. 난 맨 처음에 영호 씨를 만났을 때, 그때 영호 씨의

손을 보고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음이 참 착하겠다 그렇게 생

각했었거든요.35)

윤순임의 말을 통해 ‘착하게 보이는 손’은 김영호의 순수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시쿼스는 김영호의 손이 상징하는 순수함의 철저한

파괴를 전시한다. 장면 하나는, 윤순임과 만나기 전에 신입 경찰인 김영호

는 처음으로 공장 노동자에게 행한 폭행(고문)과 그 과정에서 붙인 ‘잘 안

빠지’36)는 배설물 냄새의 부착지로서의 손. 또 하나는 윤순임 앞에서 양홍

자의 몸을 만지는 성희롱적인 행동의 표현으로서의 손. 여기서 김영호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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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창동, 영화 <박하사탕>.

36) 영화에서 배설물을 붙인 손을 씻고 있는 김영호에게 동료가 ‘그 냄새 잘 안 빠져’라

는 대사에서 가져옴.



동적(폭력, 성희롱), 시각 및 후각적(배설물과 냄새) 그리고 촉각적(만짐)으

로 순수함을 오염시키며 결국 스스로의 순수함을 완전히 상실시킨다. 윤순

임의 “아까부터 영호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는데, 손을 보니까 영호

씨가 맞네요”라는 말과 같이, 김영호, 김영호의 순수함, 그리고 두 사람이

지니는 ‘첫사랑’인 관계의 순수함은 ‘손’이라는 상징적 장소 속에서 존재하

였다. 그러한 손에 대한 파괴란, 곧 김영호 자신의 순수함의 파괴와 마찬가

지이다. 김영호의 깨진 순수함으로 인하여 순수한 ‘첫사랑’인 것도 더 이상

생존하지 않게 된다.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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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두 번째 시퀀스에서 등장한 사진기는 여기서 또다시 등장한다. 사

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김영호의 말을 기억한 윤순임은 오랫동안 일해 모

은 돈으로 사진기를 구매한다. 그런데 김영호는 “나 이제 이런 것 필요 없

어요”라며, 순수함이 상실된 그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녀를 비웃는다. 왜냐하

면 사진기는 ‘순수한 김영호’의 ‘순수한 꿈’이었으며 그러한 순수함이 상실

되면 사진기도 함께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영호는 눈앞에 있는 자신의

‘순수한 첫사랑’인 윤순임과 ‘순수한 꿈’인 사진기가 순수함을 상실한 자기

자신과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장면에 대해 –어쩌면 어

느 정도 무의식적인 자기 인식으로서- 비웃는다. 또는 윤순임의 기억 속에

서 사진을 찍는 손은 이제 배설물의 냄새가 늘 남아 있고 폭행을 하는 손

이 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해 김영호는 비웃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김영호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김영호는 자신의 순수함

을 상실함으로써 자기 파괴를 하게 된 것인가? 다시 말해, 순수함의 상실로

인해 인생의 타락한 길로 걷게 되며 결국 영혼을 잃게 된 김영호는 자살을

한 것인가? 일견 그렇게 보이는 듯하지만, 순수함의 상실은 증상일 뿐이지

기원이 아니다. 순수함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번 시퀀스에서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면 김영호가 순수함을 상실한 원

인은 바로 ‘경찰’이란 신분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호는 ‘경찰과 안 어울린

다’라는 말을 이번 시퀀스에서 두 번이나 듣는다. 첫 번째는 양홍자가 아침

에 출근 전의 김영호에게 말한 것이며, 두 번째는 찾아온 윤순임이 말한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윤순임은 “영호 씨 고향의 친구들이 영호 씨 왜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대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였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공

장에서 일한 노동자인 신분이었던 김영호가 가지는 순수함과 착함이기 때문

에 국가와 권력의 편인 경찰이라는 것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김영호는 자신의 신분전환을 겪었다. 김영호는 경찰과 안 어울렸던 자신을

경찰과 잘 어울리는 자신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순수함

을 파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파괴된 순수함을 가지고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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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곧 “면회, 1980년 5월”이라는

여섯 번째 시퀀스다. 우선 1980년 5월이라는 특별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한국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광주민주

화운동이 발생했다. 이 시퀀스에서 김영호는 광주 사건의 직접적인 참여자

로서 나타났다. 김영호는 광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윤순임은 면회하러 군대에 방문했지만 “면회금지예요”, “부대가 비상이 걸

려 있거든요”, “지금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내리고 비상이 걸렸어요”37)라는

이유로 김영호와 만나지 못한다. 이 때 다음 씬에서 군인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출동명령을 받아 뛰어서 트럭을 타는 장면을 보여준다. 아직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신병인 김영호는 혼란 속에서 박하사탕을 챙기려는 모습이

보인다.

영화의 제목인 ‘박하사탕’은 여기서 세 번째로 등장한다. 처음에는 김영

호가 윤순임을 보러 갈 때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가계에서 구매한 박하사

탕이다. 김영호는 그 박하사탕을 윤순임의 딸에게 주며 “아주 맛있어”라고

한다. 또한 김영호는 병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인 윤순임에게 박하사탕을

보여주며 고백을 한다.

김영호: 이거 기억나요? 박하사탕.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순임씨가 이거

보내줬죠. 편지 한통 보낼 때마다 한 알씩 넣어가지고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다 모아 두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거 때문에 군대에 있

을 때 혼났어요. 편지에 사탕 같은 거 넣어보낸다고. 보세요. 옛날

모양 그대로 있죠? 미안해요 순임 씨.38)

본 시퀀스에서 나온 깨진 박하사탕은 앞에 시퀀스에서 김영호가 윤순임에게

말한 ‘지금까지 다 모아 두고 있다’는 고백과는 분명히 다르다. 즉, 윤순임

에게 한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때 마지막에 김영호가 한

말은 ‘미안해요’라는 것이다. 왜 사과를 했을까?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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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창동, <박하사탕>, 병장 및 하사의 대사임.

38) 이창동, <박하사탕>.



순임이 보내준 박하사탕과 두 사람 간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가?

순수함을 잃어 타락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순수함을 가지는 윤순임의 인

생의 마지막 시일에도 김영호 자신이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 요컨대 “미안해요 순임 씨‘라는 발화 이면의 이유는 정확히

말해질 수 없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때 김영호가 윤순임에게 보여

준 박하사탕의 모양은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에서 박하사탕이 등장한 두 번째 장면은 불륜관계를 맺는 비서 미스

리와 식사한 후에 미스리에게 먹인 박하사탕이다. 박하사탕을 먹는 김영호

의 감정에 대해 이창동은 이렇게 묘사하였다:

겉보기로는 그의 표정이 그저 무심하게만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아무일도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입안에서 녹고 있는 박하사탕도 아무 일도

아니다. 카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늘 듣던 음악처럼.39)

앞의 시퀀스에서 언급한 순수함을 상징하는 김영호의 손과 더불어 감독의

말을 이해하자면, 영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박하사탕’은 윤순임과의 순

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이번 시퀀스에서 또 하나 언급해야 하는 핵심적인 것은 광주민주화운동

와중에 진압군으로 출동한 김영호가 다리에 당한 총상, 그리고 김영호가 실

수로 총살한 여학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은 ‘총’이라는 수단으로 형성

된다. 총은 권력, 위력과 폭력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총을 가진

김영호는 타인으로 온 폭력(다리 상처)을 당하는 피해자이자 타인에게 폭력

(살인)을 행하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이다. 김영호의 순수함은 뭉개진 박하

사탕과 함께 상실된다. 순수함을 가진 손은 총을 잡는 순간에 오염된다. 즉,

김영호는 권위와 폭력을 상징하는 총을 가지고 진압군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순간부터 (수동적으로) 폭력의 편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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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창동, 『박하사탕』 시나리오, 57번째 씬.



<그림5>

하얀색 박하사탕과 빨간색 피, ‘착한’ 손과 총, 순수함과 폭력성, 이러한 극

단적인 대조는 한 주체 내에서 복합적이고 모순된 위치를 점유한다.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은 서로 파괴하려 한다. 결국 한 쪽이 승리를 얻고 기

억되면 다른 한 쪽은 상실된다. 그런데 ‘상실된 것’(들)이 곧 ‘사라진 것’

(들)은 아니다. 그것은 주체의 또 다른 면모로 주체와 공존한다. 여기서 ‘사

라지지 않은 상실된 것’이란 곧 ‘유령’이라 부를 수 있다.

전술한 유령이란, 가령 『햄릿』에서 나타난 죽은 선왕의 유령과 달리

‘주체 자신의 유령’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체 자신은 대립한 성질

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성질들이 서로 싸운다. 싸우는 과정에서 패배한

것들은 상실된 존재로 변한다. 예를 들면 김영호의 순수함은 폭력에 패배하

며, ‘착한 손’은 총을 잡는 손에 패배했다. 또한 김영호가 하얀색 박하사탕

을 모으는 손은 피에 물들고, 또 배설물에 물들었으며, 피와 배설물은 박하

사탕의 하얀색을 오염시켰다. 오염된 것들의 순수성은 영원히 상실되며 다

른 형식으로 전환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출몰한다. 이에 관하여 데

리다는 유령이 “탄생하는(spectrogène) 과정은 역설적 합체(incorporation)”

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단 개념이나 사고(Gedanke)가 그 기체(基

體)로부터 분리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에 육체를 부여하여 환영을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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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며, 여기서 말한 육체들은 이미 “개념들이나 사고들이 탈취되고 만

살아 있는 육체에 다시 돌아옴으로써”가 아니게 되며, “다른 인공적 육체,

보철적 육체, 정신의 환영에서 개념들이나 사고들을 구현함으로써 돌아온

다.” 또한 “그것이 주어진 육체 또는 오히려 빌려준, 차용한 신체로서 두

번째 육화를 최초의 관념화(idéalisation)에 수여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지각

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신체에 합체되는데, 그 신체는 하나의

몸(chair), 자연 없는 신체, 비-물질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육체로 남게 되

는데, 그런 육체는 기술적 육체, 또는 제도적인(institutionel) 육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40) <박하사탕>에서 김영호에서 서로

대립된 승리할 것과 상실될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결국 승리할 것들

이 김영호라는 사람을 구성하며 상실될 것들은 기존의 김영호의 몸에서 배

제되어 외재적 유령이 되며 다시 김영호의 신체 속으로 들어온다. 김영호의

신체 속에서 공존하는 이러한 유령적 흔적은 본 장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거슬러 올라가는 플래시백 기법에 따라 김영호의 죽음의 기원은 광주에

서 보다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 같다. 곧 여기서 형성된 유령인 것이다. 관

객들이 영화를 관람할 때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은 김영호의 유령 및 유령

에게 점령된 김영호이다. 이러한 유령이 탄생하는 과정은 관객과 함께 완성

된 것이다. 우리가 보이는 유령이 우리가 직접 탄생시키는 유령이라는 표현

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기원을 사후적으로 만드는

이 과정 자체는 유령을 탄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퀀스에서는 김영호의 ‘상실’들이 발견(발명)된다. 그렇다면 이제

김영호에게 상실된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만 규정(혹은 발견 내지

발명)하면 될 것 같다. 역행하는 기차가 또 다시 나타난다. 마지막 시퀀스는

“소풍, 1979년 가을”이다. 시작한 부분에 대해 이창동은 원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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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마침내 영화의 종착지이면서 맨 처음의 시간, 한 인간의 인

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도착하게 된다.41)

여기서 ‘순수’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앞에 여러 번 상징적으로

나타난 ‘순수함’과 김영호의 질문인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여기서 기원

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에 살펴본 ‘순수함’의 상징인 박하사탕은 여기

서 처음(재) 등장한다.

윤순임: 저기, 이거 드실래요?

김영호: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윤순임: 얘,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전 공장에서 하루 그거 천 개 씩 싸거든

요.

김영호: 저 박하사탕을 되게 좋아해요.42)

윤순임은 공장에서 박하사탕을 싸는 작업을 하면서 박하사탕을 좋아하려 한

다. 윤순임이 싼 박하사탕을 먹는 김영호는, 그것을 좋아한다 말한다. 과연

박하사탕은 사탕뿐인가? 아니다. 첫사랑의 상징물로서 간주하는 편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김영호를 좋아하려 하는 윤순임과 윤순임을 좋아하는 김영

호, 서로 (간)의 사랑을 암시적인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다. 앞의 시퀀스에서

박하사탕은 윤순임의 편지와 함께 받았다. 김영호는 윤순임에게 받은 박하

사탕을 소중하게 한 알씩 유리병에서 모았다. 소중하게 보관된 박하사탕은

두 사람의 순수함, 또한 청춘 및 사랑의 상징인 기원은 이번 시퀀스에서 알

려진다. 하지만 그러한 순수함과 사랑은 군대에서 비상 출동 시 바닥에서

흩어진 박하사탕과 함께 뭉개진다.

또한, 앞에 나온 사진기의 ‘기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윤순임: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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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예. 예쁘죠? 나중에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기를 매고서요, 이런 이

름 없는 꽃들 찍고 싶어요.43)

그러면서 김영호는 맨손으로 사진기 모양을 만들어 윤순임을 찍는 포즈를

취해 본다. 여기서 전시되는 김영호의 손은 앞의 시퀀스에서 보여준 총을

잡는 손, 피를 묻는 손, 배설물을 묻는 손, 폭력을 행하는 손과 명확히 대조

된다. 또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사진기와 앞의 시퀀스에서 윤순임에게 받고

돌려준 사진기, 윤순임의 남편에게 받은 사진기, 중고가게에서 저렴한 가격

으로 판 사진기와도 명확한 대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대조의 틈은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이다. 유령이 생긴 기원은 곧 이번 시퀀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시퀀스에서 끝으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는 곧 소

풍의 장소이다. 1979년에 김영호가 소풍하는 이 장소는, 바로 20년 후인

1999년에 김영호가 죽는 장소와 동일하다. 자연적인 시간으로 보면 분명히

1979년이 먼저 발생하고 1999년은 그 다음이지만, 플래시백 기법을 활용한

영화의 플롯에 있어서는 1979년 발생한 것이 결말처럼 보인다. 이것이 ‘실

재의’ 결말로도 간주될 수 있을까? 김영호도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

는 것 같다:

김영호: 이상해요. 여기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대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 저 철교랑 강이랑 다 낯익어요. 여기 내가 너무

나 잘 아는데 같아요.

윤순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거요, 꿈에서 본거래요.

김영호: 정말 꿈이었을까요?

윤순임: 영호 씨 그 꿈이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데리다가 서술한 ‘반복’의 개념을 빌려서 말하자면 사건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반복할 때 생기는 것이며, 아직 아닌 것은 이

- 43 -

43) 이창동, <박하사탕>.



미 있는 것을 반복해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그리하여 <박하사탕>에서 사

용한 플래시백 기법은 시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간 자

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원은 늘 미래에 존재하듯이 1979년에 발생한 사

건의 기원은 1999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영화가 시작된 첫 번째 시퀀스에

발생한 사건의 기원도 결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시간과 김영호의 시

간, 그리고 김영호의 유령의 시간은 늘 서로 겹치며 기원의 불확실성을 지

니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장의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는 이러한 일곱 가지 시퀀스를 통해 이창동과 관객들은 김영호 죽

음의 기원을 구축해낸다. 매 시퀀스는 다음 시퀀스와 앞의 시퀀스와 서로

인과관계를 지니며 잇따름이 된다. 이것은 시간 자체의 의미화이기도 한다.

요컨대, <박하사탕>에서 플래시백을 따라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은

유령이 출몰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영호라는 인물은 영화가 시작

된 첫 번째 시퀀스에서 이미 죽었다. 죽은 김영호는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

의 틈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이후의 시퀀스에서 서술된 것은 죽은 자의

서술이다. 플래시백을 따라 전시된 화면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전시가 아니

라 김영호란 인물을 살아 있는 것같이 생생하게 만들며 시간이 앞으로 나

아가는 관객들과 함께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김영호의 죽음의 기원은 김영

호가 스스로 과거를 회상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미래로 향하

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플래시

백적 시간과 현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연적 시간은 대칭적인 것이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순서는 영화 속에서 전시된 김영호가 경험하는 시

간순서와 반대인 것이다. 이러한 대칭적인 시간 속에서 항상 빈 공간이 나

타난다. 유령은 곧 그런 빈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또한 김영호는 죽는 순

간에 그 순간 속에서 영원히 정지된 것같이 보이지만 그 순간에 정지될 수

없다. 항상 과거로 돌아가면서도 동시에 미래로 나아간다. 즉, 유령인 김영

호는 화면에서 역행하는 시간과 함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시에 관람

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도 한다. 죽은 김영호의

시간은 늘 과거와 미래가 겹치게 된다. 그 겹치는 부분은 곧 허구적 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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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화에서 ‘기차’, ‘사진기’, ‘김영호의 손’, 그리고 ‘박하사탕’은 반복하여

등장한다. 이러한 반복된 것들은 상징성을 지닌다. 우선, ‘기차’는 시간의 상

징으로 간주되며 리얼리즘 영화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가시화시키는 표현 방

법이기도 한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기차는 앞으로 향하는 것과 거꾸로 달

리는 것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기차가 향하는 방향은 영화 속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영화 속에서 거꾸로 향하는 기차는

현실에서 앞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과 뒤, 미

래와 과거, 달리 말하면 미래 속의 과거와 과거 속의 미래를 동시에 전시하

는 이러한 모순적인 장면은 곧 시간의 허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미

항상 지나간 과거와 아직 아닌 곧 도래할 미래가 함께 허구적 현전을 구성

한다. 다시 말해, 허구적인 ‘기원’을 담는 영화 속의 과거는 허구적 ‘기원’을

만들려는 영화 밖의 미래와 같다는 것은 사후적인 시간에 대한 영화적 기

록의 방법이라는 결론적 주장을 할 수 있다. ‘사진기’는 순수함을 가지는 김

영호의 꿈이며 ‘손’은 김영호의 순수함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박하

사탕’은 김영호와 윤순임 간에 존재하는 순수한 사랑인 것이다. 우리는 김

영호의 상실된 순수함과 윤순임이 대신 보관한 ‘순수한 꿈’부터 접근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에 따라 순수함을 상실하게 된 과정 및 순수한 꿈과

사랑을 잃은 기원을 일일이 알게 된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한 상실

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다. 왜냐

하면 사후성의 개념으로 본다면 실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주관적

표현으로 인해 실체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김영호의 순수함’과 ‘순수한

꿈’, ‘순수한 사랑’이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인 과거’

로 향하는 우리와 죽은 김영호의 유령이 주관적이고 사후적으로 구성한 것

이다. 요컨대 영화 <박하사탕>은 플래시백 기법을 통하여 이러한 사후성이

지니는 의미와 사후적 구성의 과정을 영화적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기록하

며 재현한다. 사후성을 기록하는 것 자체는 유령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유령기록’44)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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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핍된 신체들에서 출몰하는 유령들의 기록

앞의 제1절에서는 <박하사탕>에서 사용된 기법인 플래시백과 유령적 시

간이 지니는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김영호라는 주체적 신

체를 유령이 출몰하는 공간으로 간주하여 이를 중심으로 신체의 공간적 의

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 ‘신체’ 개념을 왜 ‘공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근대의 자연과학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19세기

말에 골트슈타인(Goldstein)은 양성자(proton)를 발견하고 톰슨(Thomson)

은 전자(Electron)를, 20세기에 들어서 러디퍼드(Rutherford)는 원자핵

(atomic nucleus)을 발견하였다. 또한 19세기까지 물체에 착용하는 힘과 운

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고전역학(뉴턴역학)이 불변성을 가지는 과학이라면

20세기에 나온 양자역학은 비-확정적이고 비-연속적인 가변성을 가지는 과

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과 관점을 비롯해 사람들이 세계

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원자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며, 이들이 모여 원소, 분자 그리고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의

신체는 확정된 한 ‘물체’가 아니라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비-연속적이고 비

-물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따라 우리의 신체는 확정된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성하고 있는 어떤 ‘과정’인 것이다. 즉, ‘과정’으

로 간주된 신체는 늘 시간적으로 진행 중인 개념이다.

‘살아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약 ‘신체(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

지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불멸적인 비-물질성을 지니는 영혼

과 달리 신체는 허무론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신체는 늘 ‘형성되고 있다’

는 비-완결성을 지니며 수많은 변해 가고 있는 원자로 구성된 비-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원자의 사이에는 늘 빈 공

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이러한 빈 공간은 변화의 가능성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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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에코그라피: 텔레비전에 관하여』, 김재희⋅진

태원 옮김, 2002, 제2부에서 사용된 ‘유령기록’이라는 제목에서 가져온 용어임.



을 수 있다. 정리하면, 신체는 비-연속적이며 비-확정적인 변해 가는 성질

을 가지고 있기에 늘 ‘오염 가능성’을 지니는 열린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신체를 ‘공간’적 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신체의

시간성과 시간 자체가 지니는 공간성에 있다. 앞에 말한 양자역학으로 본

신체의 ‘형성되고 있는 확정되지 않은 과정’의 측면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신체가 시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란 늘 ‘미완료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시간적인 신체는 어떻게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지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아

야 한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시간은 자기표

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공간을 빌려서야 자기표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데리다는 시간의 자기 차이는 공간이며 공간의 자기 차이는 시간이라

고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빌려서 말하자면, 시간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늘 반복과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잇따름’으로 구성되고 있다.

잇따름 속에서 무한한 ‘나타남’과 ‘사라짐’이 포개진다. 나타남과 사라짐은

서로 겹치는 관계이다. 즉 나타남이 나타나는 동시에 사라지는 사라짐이 되

어버린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나타남이 나타

나며 또 사라지는 사라짐이 되는 과정에서 제3의 공간이 생기며 이것이 시

간의 공간내기를 행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시간 속에서 늘 공간이 현출

하며, 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시간성을 지니는 신체는 공간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나타남’과 ‘사라짐’을 ‘출(出)’과 ‘몰(沒)’

로 개념화한다면, 시간의 공간내기 과정은 유령이 ‘출몰’하는 과정과 유사성

을 보인다. 그러므로 시간의 공간내기 하는 과정 속에서 유령이 출몰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데리다에 따르면 주체, 혹은 살아 있는 자아는 결코 순수하고 온

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것이 스스로의 내부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의 불가능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45)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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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르틴 헤글룬드, 『급진적 무신론: 데리다와 생명의 시간』, 오근창 옮김, 그린비,



데리다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살아 있는 현재는 항상 이미 하나의 흔적이다. 이러한 흔적은 그 생명이

스스로의 내부에 있을 단순한 현재에 기초해서는 사고불가능하다. 살아 있는

현재의 자아는 근원적으로 하나의 흔적이다. [...] 후설이 인지했듯이 의미는

본성상 시간적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현재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이미

흔적의 “운동” 속에, 말하자면 “의미화(signification)의 질서 속에 있다. [...]

흔적이 살아 있는 현재와 그 외부 사이의 내밀함, 외면성 일반의 개방, 비고

유성의 개방 등등이기 때문에, 그 시초에서부터 의미의 시간화는 “공간내기”

이다. 우리가 공간내기를 “간격”이나 차이로 그리고 외부에의 개방으로서 동

시에 받아드리자마자, 더 이상 절대적인 내면성이란 없으며, “외부”는 비공

개적인 내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스스로에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구

성하고, 스스로 “현전”하는 운동 속에 스며들어간다. 공간은 시간 “안에” 있

고, 시간의 바깥으로의 순수한 나아감이며, 그 자기관계로서 시간의 외부에

있음이다. 공간의 외면성, 공간으로서의 외면성은 시간에 부수하는 어떤 것

이 아니고, 시간화의 운동 “내부에서” 스스로를 순수한 “외부”로 여는 것이

다.46)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흔적의 운동 속에 살아 있는 현재’와 ‘시간의

공간내기’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현전은 늘 허구적인

형식으로 드러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현전이란 시간성을 품고 있으며 시간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시간적인 개념

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현전은 포착 불가능하다. 포착된 현

전은 이미 항상 현전이 아닌 흔적으로 된 허구적인 것이다. 본 절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신체’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영원히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신

체는 흔적의 운동 속에서만 살아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인 흔적이나 현전

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은 ‘시간의 공간내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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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크 데리다, 『목소리와 현상』, 김상록 옮김, 인간사랑, 2006, 85~86/95~96쪽:

마르틴 헤글룬드, 앞의 책, 135~136쪽, 재인용.



드러난 공간이다. 즉 흔적의 운동 속에서 살아 있는 신체 자체는 자기의 공

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화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신체

란 공간은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다. 또는 유령이 출몰할 수 있게 해주는 가

능성을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한다.

앞의 절에서 분석했듯이 유령은 사라지지 않은 상실됨이며, 늘 시간과

공간의 틈에서 출몰한다. 유령은 가시적인 형태, 비-가시적인 형태 또한 개

념화된 형태로 출몰할 수 있다.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서 출몰한 유령

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주체에 부착해서

주체와 함께 나타난다. 여기서 유령이 부착한 공간은 바로 주체의 신체이

다. 앞에서 ‘살아 있는 인간’은 육체(신체)와 영혼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다고 하였지만 육체(신체)는 또한 늘 다른 것에 오염된다. 즉 육체(신체)는

순수함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주체 속으로 들어와 있고 주체의

육체를 오염시키는 것은 타자, 또는 유령이다.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 신체

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늘 결핍한 것으로 존재한다. 신체의 결핍은

또한 ‘신체의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 유령이 출몰하는 흔적은 결핍이나 장

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리얼리즘 영화에서 유령이 출몰하는 흔적도

신체의 결핍을 비롯해 드러난다. 앞의 1절에서 다룬 내용은 사후적으로 기

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출몰하는 유령에 대한 영화적 기록이라면, 2절에서

는 주체의 신체에서 출몰하는 ‘(비)가시적’인 유령에 대한 영화적 기록을 다

룰 것이다.

본 절에서 논의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박하사탕>이 시작

하는 장면과 종결하는 장면으로서의 똑같은 공간(야유회와 기찻길 등)을 바

탕으로 전시된 김영호의 신체가 지니는 공간적인 의미다. 다른 하나는 김영

호라는 주체에서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의 의미다. 이러한 두 시각은 본고에

서 다룰 다른 작품인 <비정성시>와 한 자리에 두면 매우 높은 유사도가 보

인다. 두 작품 모두 다 똑같은 시작과 종결의 장면에서 신체적인 (비)현전

과 현전의 부재를 전시하였다. 또한 두 작품에서 모두 주체가 지니는 신체

적인 장애를 사용하여 근대 역사의 시대적인 유령을 기록하였다는 공통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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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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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시작과 종결의 동시성: 두 번의 ‘야유회’와 유령적

신체

<박하사탕> 의 스토리는 1999년에 시작하여 1979년에 끝난다. 1999년

과 1979년이라는 두 시간의 공통점은 ‘희망’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은 20

세기의 끝이며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 사람에게 새로운 세기가 도래할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이었고, 1979년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시기였으며

새로운 정권의 전환기인 당시는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꿈과 이상(理想)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의 해’는 <박하사탕>의 주인공 김영호에게 ‘시작이자 종결’의 시간이었

다. 1999년에 김영호는 죽었고, 죽은 1999년의 김영호가 플래시백을 통해

1979년으로 돌아갔다. 또한, 1979년의 순수함을 가지는 김영호는 꿈과 이

상을 갖지만, 1999년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김영호의 순수함과 함께

꿈과 이상을 점점 잃게 되며 결국 자신의 생명과 신세기의 희망을 포기하

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요컨대 <박하사탕>에 전시된 두 시간인 1999년과

1979년은 그 시간 각각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위상에 있어서, 한

시대의 시작이자 종결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는 공통의 특성을

가진다.

시작과 종결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유령성’ 개념을 통해 사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령성’에 있어 중요한 계기 또한 순수한 삶과 순수한 죽음

의 불명확성이기 때문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삶은 항상 죽음 이후의 삶

(living death)이며, 살아 있는 존재는 늘 자기 자신의 죽음을 품고 있다. 그

래야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죽음을 품지 않으면, 또한 죽음

에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다. 반면

에 죽음도 순수한 죽음이 아니라 늘 죽음 이전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시 정

리해 보자면, 살아 있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품고 있으며 죽음의 가능성과

함께 ‘죽음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죽은 자는 죽음 이전인 ‘죽음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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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속에서 유령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는 모두 유령적인 삶과 죽음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과 삶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서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유령성을 지니고 있다.

<박하사탕>에서 이와 같은 시작과 종결, 삶과 죽음의 유령성은 작품의

공간과 신체라는 또 다른 층위에서의 공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작품의 시작하는 장면과 종결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

는 김영호의 신체는, 하나의 동일한 신체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시간성을 지

니는 비-동일한 신체이기 때문에, (비)동일한 유령적인 신체로 간주된다. 시

작과 종결의 장면에서 전시된 김영호의 신체는 어느 것이 살아 있는 신체

인지, 어느 것이 죽은 이후의 신체인지 구분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신체

속에 모두 다 죽음이 들어와 있으면서 또 (비)현전 속에서 생생하게 생생함

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작과 종결 장면에서의 (비)동일한 김영호의 신체

(들)는 죽음과 생생함이 출몰하는 공간이다. 즉 신체로 간주된 공간은 ‘생생

한 죽음’ 혹은 ‘죽은 생생함’이라는 유령이 출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때, 본 절에서 주목할 ‘공간’은 ‘공간 속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시작과

종결 때 전시된 같은 ‘야유회/소풍’의 공간 속에 동일인 ‘김영호’의 신체라

는 ‘공간’이 기입되기 때문에 ‘공간 속의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간

주된다. 신체라는 공간은 독립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다. 즉, 신체는 늘 어느 다른 공간 속에서 부속되는 상태로 존

재하여야 하는 독립성과 비-독립성을 동시에 작동하는 (비)독립성을 지니는

공간이다. 이러한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독립성과 비-독립성은 본고

에서 반복하게 강조하는 유령성의 또 다른 성질이다. 유령성은 삶과 죽음,

부재와 현전, 독립과 비-독립 등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대립적인 성질을 동

시에 가지는 것이며 대립한 양자를 해체시켜서 한 몸에서 겹치게 만드는

개념이다. 즉, 주체는 항상 주체이자 비-주체인 ‘(비)주체’의 상태로 나타나

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의 신체가 가진 독립성은 늘 자신의 비-독립성을 품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기서 논의하는 김영호의 신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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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은 ‘공간 속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공간 속의 공간’이라는 표현에서 운위된 첫 번째 ‘공간’은 ‘야유회’와

‘소풍’이라는 두 가지 장면에서 전시된 동일한 공간을 뜻한다. 그 동일한 공

간에는 같은 사람들, 같은 기찻길, 같은 노래, 같은 강(江) 등등 반복된 동

일한 사물들이 나타나 있다. <박하사탕>의 스토리를 되짚어 보건대, 첫 번

째 시퀀스에서 전시된 김영호는 40대의 나이였으며 해당 공간에 와본 적

있었지만, 마지막 시퀀스에서 전시된 김영호는 20대의 나이였고 해당 공간

으로 처음 와본 것이었다. 즉, 연대기적으로 보면 1979년에 20대의 김영호

가 갔던 그 공간은 1999년에 40대의 김영호가 간 공간의 과거이자 추억이

다. 그런데 처음 ‘소풍’으로 온 20대의 김영호는 눈물이 나며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 저 철교랑 강이랑 다 낯익어요. 여기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같아요.”47)라는 대사를 뱉는다. 마치 20대에 40대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는 앞의 2.1절에서 논의한 사후성과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플래시백으로 표현된 시간의 사후성에 대해 논

의할 때 현전, 미래, 그리고 과거의 시간에서 허구성을 지니고 있듯이 시간

성을 담고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허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1979년의 공간은 20년 후인 1999년에게 단순한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20

년이라는 시간을 담는 사후적으로 구성된 미래로 향하는 과거의 공간으로도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앞과 뒤에서 전시된 20년의 시간을 담는 공간

은 동일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공간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에서 시간이 겹치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의 겹침을 지니는 공간에서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 리얼리즘 영화로서의 <박하사탕>은 ‘공간 속의 공

간’으로 저 시간의 유령을 묘사하였다.

‘공간 속의 공간’이라는 개념에서의 두 번째 ‘공간’은 ‘김영호의 신체’라

는 공간이다. 김영호의 신체라는 공간에서도 역시 두 가지 공간이 포함된

다. 하나는 자신의 죽음을 품고 있는 살아 있는 김영호의 신체이며, 다른

하나는 생생함을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김영호의 신체다. <박하사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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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얼핏 보면 전자는 1999년에 자살하기 전의 실제로 살아 있는 김영호이

며 후자는 김영호가 자살한 이후에 플래시백에서 전시된 죽음 이후의 김영

호의 생전에 대한 추억인 시퀀스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박하사탕>에서 사용된 플래시백에서는 시간의 유령성이

드러나며 순수한 과거와 미래의 개념적 정의가 상실된다. 즉, <박하사탕>에

서 전시된 김영호는 과거의 김영호인지, 미래의 김영호인지 구분될 수 없

다. 1999년과 1979년이라는 두 가지 시간 점도 마찬가지로 구분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 개의 시점에서 나타난 사물이나 인물이 어느 것이 먼

저 나타나는지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허구적인 현전이라는

시간에서 다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고, 과거와 미래로 동시에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박하사탕>에서 자막으로 분명히 ‘1979년’과 20

년 후의 ‘1999년’이라는 시간 점을 보여주었지만 두 시간 점이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났는지, 그리고 김영호가 어느 시간을 먼저 경험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마지막 시퀀스에서 1979년의 김영호가 처음 와본

곳에서 눈물이 흐르며 이곳이 잘 아는 곳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 곳이 <박

하사탕>이 시작할 때 1999년의 김영호와 함께 전시되어서 1999년의 김영

호와 관객들에게는 처음 본 곳이 아니다. 그러나 마치 그때 죽은 김영호는

현전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관객들과 함께 자신의 과거의 시간

을 목격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1979년에 20대의 김영호에게 그 곳은 원래

처음이어야 하지만 이미 20년 후에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공간 속에서 출몰하는 신체라는 또 다른 공간인 유

령이다.

신체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때, 그 공간은 늘 새로운 시간적인 가

능성이 개입될 수 있게끔 열려 있다. 40대의 김영호가 겪는 죽음은 유령이

되어서 20대의 김영호의 신체 속으로 틈입한다. 또한 20대의 김영호의 순

수함, 정확히 말하자면 상실이 확정된 그 순수함이라는 유령은 40대의 김영

호의 신체 속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서로 스며드는 유령은 (비)동일한 신체

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유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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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한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죽음에

대한 반복과 차이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기원은 시간의 혼돈을 일으킨다.

20대의 김영호가 가지는 순수함이 상실되는 것은 40대의 김영호의 죽음의

기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동시에 40대의 김영호가 기찻길에서 자살한 것은

20대의 김영호가 눈물이 흘리며 자신의 죽음의 길로 향하는 기원이 될 수

도 있다. 이것은 신체의 공간 속에서 무한하게 반복되는 기원이자 결과다.

삶, 죽음, 순수함, 눈물 등은 김영호의 신체 속으로 들어오며 거기서 시간과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과정’으로 간주된 신체의 공간 속에서 시간과

의 이러한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김영호가 품고 있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겹침은 자신의 신체를 삶과 죽음의 겹침의 과정으로 만들었다. 즉, 20대에

서 40대로 형성되고 있는 신체 혹은 40대에서 20대로 형성되고 있는 신체

는 유령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불확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정한 혼돈은 무한하게 반복하며 늘 자기 자신과의 차이가 나타

난다. 여기서 나타난 자기차이는 또한 무한하게 지연된다. 이것은 공간적

개념으로 보는 신체가 지니는 삶과 죽음의 겹침의 ‘차연’이자 삶과 죽음의

본질이다.

<박하사탕>의 감독인 이창동은 야유회의 공간 속의 김영호의 신체라는

공간을 통하여 근대화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개인들이 지니는

삶과 죽음이 겹치는 유령성을 상징하여 기록한다.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로 인하여 그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주체)들의 신체인 공간 속에서 늘 상실(예를 들면 김영호의 순수함의

상실함)과 상실의 반복을 겪는다. 상실의 기원과 그의 결과는 서로 구분 불

가능한 것이다. 사회인 공간은 개인의 신체인 공간의 상실을 일으키는 동시

에 신체의 상실도 전 사회의 상실을 일으킨다. 이것은 기원과 결과의 혼돈

이자 무한한 반복이다. 이창동은 이러한 공간 속의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으

로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나타난 역사 및 개인의 유령성을 기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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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8)

<그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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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창동, <박하사탕>의 첫 번째 시퀀스인 ‘야유회’에서 전시된 장면임.

49) 이창동, <박하사탕>의 마지막 시퀀스인 ‘소풍’에서 전시된 장면임. 첫 번째 시퀀스

에서의 장면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2.2.2. 신체적 장애로 드러난 유령성의 가시화

본고는 영화적 시공간 속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유령성에 대해 다루고자

하여, 앞서 지금까지 플래시백의 영화기법과 ‘공간 속의 공간’의 반복과 차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본 절에서는 ‘공간 속의 공간’을 벗어나며 신체

라는 공간 개념 자체에 대해 집중하여 리얼리즘 영화적 신체의 유령기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리얼리즘 영화 두 편인 <박하사탕>과 <비정성시>는 신

체를 공간적으로 표현하여 공간적 개념의 신체 속으로 들어온 유령을 신체

의 장애로 가시화시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장애의 문제’이다. <박하사탕>은 김영호가 광주민주화운동에

서 총알을 맞은 다리와 총살한 여고생에 대한 기억(혹은 트라우마), 또는

자신이 상실한 순수함을 동일화시켜서 반복적으로 장애적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유령을 리얼리즘적으로 기록한다. 신철하는 김영호의 이러한 신체

적 장애에 대하여 「봉인된 시간: ‘박하사탕’, 혹은 더 나은 삶에 관한 에세

이」에서 “그의 다리 장애는 그가 '광주'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하였으며,

김영호가 “여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문제적 인물”이라는 주장을 하

였다.50) 이다운은 사라지지 않은 트라우마적 기억이 “억압된 채 숨어 있다

가 영호의 정신과 육체를 통해 비집고 나올 틈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여기

서 말한 ‘틈’은 “영호가 무의식중 광주 혹은 순임을 인식하는 순간으로 망

각된 과거의 기억은 절뚝거리는 영호의 다리를 통해 육화되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51) 이 논문들에서는 김영호의 다리장애를 광주민주화운동의 경

험과 연결시켜 광주의 기억의 육화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고는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특정한 역사 사건에 벗어나, 시간의 유령적 개념을 중심으로 신

체라는 공간과 시간적 유령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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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비평연구 제62집』, 2019, 344쪽.



<박하사탕>과 함께 비교 연구할 대만영화인 <비정성시>는 김영호가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다리의 장애보다 더욱 복합적인 형식으로 린씨 형제들의 장

애를 표현한다. 이러한 내용은 본고 각 장의 마지막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데리다는 ‘유령(haunt)’과 ‘존재론(ontology)’의 결합인 ‘유령론

(hauntology)’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유령과 존재가 서로 간에 지니는

분리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지니는 (비)현전적인 허구성을 이어받으며, 존재야말

로 허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 시간, 공간은 모두 다

허구적인 (비)현전인 유령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존재, 혹은 시간과 공간

자체는 단순히 유령으로 보면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유령은 존재로 간주

될 수 없는 존재와 비-존재의 겹침으로 나타난 (비)존재적인 것이며, 시간

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 시간과 공간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령

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비롯한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 (비)존재의 ‘출몰’

이다.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비롯한 ‘유령’에 대해서 데리다는 ‘비-가시적인

가시적’이라는 ‘(비)가시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을 주장한다. 바꿔서 말하자

면 유령은 늘 대립적이고 양극적인 특성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 겹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공간 속의 겹침의 유령은 앞에서 논

의한 것과 같이 삶과 죽음의 구분 불가능한 형식으로 드러난다. 이창동의

<박하사탕>과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에서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반복으로 이러한 ‘공간 속의 공간’인 신체 속의 유령의 출몰을 묘사한다. 그

러나 이러한 반복의 장면에서 기록된 것은 신체의 공간 개념을 비롯한 시

간적인 유령인 형태의 나타남일 뿐이지, (비)가시적인 유령을 가시화시키며

‘유령출몰’ 자체가 전시되는 것이 아니다.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서 ‘유

령출몰’의 직관적인 전시는 신체의 반복적이고 비-규칙적의 규칙적인 결핍,

또한 장애로 드러낸다. <박하사탕>은 김영호의 다리상처로 유령을 묘사한

다.

<박하사탕>에서 김영호의 다리상처는 총 네 번 등장한다. 김영호의 다리

상처가 드러나는 장면들은, 영화 속의 시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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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김영호가 자살을 결정한 뒤 병실에서 의식불명의 윤순임과 마지막으로

만난 후 병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다. 두 번째는 경찰을 하고

있는 김영호가 윤순임의 고향인 군산에서 ‘윤순임의 대신인 여자’와 한 밤

을 보낸 후의 아침에 임무 수행 시 실수가 발생할 때 정신없이 걷는 장면

이다. 세 번째는 처음으로 고문을 시도한 다음에, 신입경찰인 김영호가 그

를 찾아온 윤순임에게 자신의 추악함을 보여준 후에 떠나가는 윤순임이 탄

기차를 보면서 걷는 장면이다. 마지막은 이러한 다리상처를 갖게 된 ‘원인’

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진압군으로써의 김영호가 혼돈

속에서 총알을 맞고 피를 흘리며 걷는 장면이다. 김영호는 부상된 후에 전

우를 기다리는 동안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고생을 순간적으로 윤순임으로 착

각한다. 이 여고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김영호는 실수로 그녀를 총살

한다. 그는 마치 윤순임을 죽인 것 같이 막대한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맥

락에서 여고생(사랑하는 윤순임의 대신)의 상실과 김영호 자신이 입힌 육체

의 상실(자리의 총상)은 동일화된다. 요컨대, 유령은 상실을 비롯해 형성된

다. ‘출(나타남)’과 ‘몰(사라짐)’인 반복성을 지니는 유령은 김영호의 신체

속에서 존재하며 상실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현전 속으로 지연시킨다.

<그림8>

<박하사탕>에서 총 네 번으로 전시된 김영호의 신체(다리)장애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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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순임의 상실과 연관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윤순임의 상실뿐만

아니라 ‘신체 속에서 상실된 윤순임’을 비롯한 ‘김영호 자신의 상실’로도 간

주될 수 있다. 김영호의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장면에 대해 영화 속에서 전

시되는 순서가 아닌 자연적 시간순서대로 다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면

회, 1980년 5월’이라는 시퀀스에서 전시된다. 군대생활을 보내고 있는 김영

호는 윤순임에게 편지와 박하사탕을 받는다. 편지와 박하사탕은 1979년 소

풍에서 드러난 김영호와 윤순임의 순수함을 담아 미래의 시간으로 지연하게

만드는 매개이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으로 지연된 1979년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담는 사랑과 순수함은 편지와 박하사탕을 통하여 가시적인 형

태로의 드러남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 때 김영호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은 진압군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이 지점은 과거의 사

랑과 순수함이 지연되는 시간과 미래의 무정(無情)과 타락함이 도래하는 시

간이 겹치는 중간점이다. <박하사탕>은 김영호의 다리에서 총상이 입히며

신체적 장애의 나타남으로 이러한 지연과 도래가 겹치는 ‘중간점’을 기록한

다. 이 ‘중간점’에서 일어난 거대한 사건은 김영호의 순수함의 상실과 윤순

임의 첫 상실이다. 이러한 시간의 겹침과 겹침 속에 일어난 상실은 유령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아, 항상 이미 지나

간 것들과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 불가능한 허구적인 ‘현전’ 속에

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의 겹침은 한 번만의 포착 가능한 겹

침이 아니라 무한하게 반복하는 겹침의 지연 및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상실은 의미화 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차연의 상실, 또한 유령적

상실이다. <박하사탕>에서는 이러한 유령적 상실을 신체적 장애와 동일화

시킨다.

김영호의 장애가 드러나는 두 번째 장면은 기차를 타고 떠나간 윤순임

과 이별한 후의 장면이다. 앞에서 언급한 광주민주화운동의 혼돈 와중에 김

영호가 윤순임으로 착각된 여고생을 살해한 것은 윤순임의 첫 번째 상실로

간주된다면, 여기서 기차를 타고 떠나가는 것은 김영호에게 윤순임의 두 번

째 상실이다. 또한 김영호 자신의 순수함의 두 번째 상실이라고도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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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박하사탕>에서 전시되는 1979년에 소풍을 간 장면은 김영호가 그때

까지 소유하던 순수함의 지연의 결과였으나, 그러한 순수함은 여기서 오염

되며 상실된다. 그러나 ‘상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

즉 유령으로 전환되어 신체의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출몰한다. 즉, 본고에

서 말하는 상실들은 늘 상실과 비-상실의 사이 속에서 겹치는 상태로 드러

나는 유령성을 지니는 (비)상실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체의 공간 속에

서 존재하는 것들은 상실을 겪으며 다른 형태로 다시 신체의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상실된 새로운 형태인 유령적인 존재는 반복적으로 상실

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것은 왜 이미 상실된 것이 또다시 상실가능하게 하

는 이유이다. 신체는 이러한 반복적인 상실 및 상실의 지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場)’, 또한 공간이다. 두 번째로 상실된 임순임 및 김영호의 순수

함은 이미 광주에서 상실된 것들의 ‘차연’적 결과물의 반복적 상실이다. 즉,

두 번째 상실은 신체의 공간 속에서 드러난 상실된 상실로 간주될 수 있다.

<박하사탕>에서 전시된 김영호의 세 번째 장애는 군산에서 발생한다. 해

당 시퀀스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군산이

라는 공간, 윤순임의 대신인 술집여자의 신체라는 공간, 그리고 신체 속에

서 보이지 않는 상실된 윤순임의 또 한 번의 놓침이다.

술집여자: 군산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일 때문에? 출장 중인가 보죠?

김영호: 사람 찾으러 왔어요.

술집여자: 어떤 사람을 찾아요? [...]

김영호: 군산에요, 네 첫사랑 여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어디

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산대요.

술집여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김영호: 아니,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와보고 싶어서요. 그

여자가 사는 곳이니까.그 여자가 걷는 길을 나도 걷고 싶고, 또

그 여자가 보는 바다를 나도 보고 싶고.

술집여자: 근데 비가 와서 어떡해요?

김영호: 괜찮아요. 지금 나랑 그 여자가 같은 비를 맞고 있으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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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 비를 그 여자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52)

군산이라는 공간에서 김영호에게 상실된 윤순임이라는 신체가 존재한다. 김

영호는 군산인 공간 속에 들어가며 윤순임과 같은 비를 보면서 그 비를 맞

고 있다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해 애도를 한다. 즉, 김영

호의 신체는 윤순임의 신체가 존재하는 열림으로써의 군산이라는 공간 속으

로 들어오며, ‘같은 길’, ‘같은 바다’, ‘같은 비’ 등의 ‘같은’인 요소들로 통하

여 서로 간의 ‘오염’을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신체와 군산인 두 가지

열리는 공간 간의 상호작용이다. 또한, 윤순임의 재-상실을 주목하여야 한

다. 윤순임의 대신인 여자에게 고백한 다음 날에 김영호는 술집여자와의 이

별을 윤순임과의 이별과 동일화시킨다. 이러한 동일화된 이별은 또다시 김

영호의 신체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상실’이라는 유령을 일깨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인 유령은 김영호의 신체인 공간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러

한 유령의 출몰은 역시 <박하사탕>에서 리얼리즘적으로 다리장애의 드러남

으로 기록된다.

김영호의 신체가 드러난 마지막 장애는 불치병에 걸린 윤순임과의 결별

직후에 발생한 것이다. 김영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에 우연의 기회로 불치병으로 인해 생명이 마감되기 직전의 윤순임과 만

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죽음 이전의 만남이자 죽음 이후의 만남이다. 또

한 죽음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의 겹침이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한

다. 왜냐하면 당시에 두 사람은 모두 삶과 죽음의 혼돈한 형태로, 즉 삶에

서 죽음이 지연되면서 죽음에서 삶이 지연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김영호에게 이미 상실되며 유령이 된 윤순임은 갑작스러운 만남을 통

하여 김영호의 상실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영호의 신

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윤순임의 상실’이라는 유령은 이번 만남의 와중

에 또다시 나타난다. 즉, 과거에 발생하나, 현전 속으로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던 시간들은 미래 곧 발생할 시간(여기서는 특히 김영호와 윤순임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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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과 마주치는 시점에서 유령이 출몰한다.

또한, 윤순임의 상실과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것은 김영호의 신분전환,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놓침’이다. 우선 김영호에 신분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 번째 장애가 드러날 때 김영호는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에서 진압(鎮壓)하는 것을 한다. 두 번째는 신임 경찰이며 다른 경찰들처럼

‘경찰답게’ 변하는 시점이다. 세 번째는 ‘경찰답지 않은’ 자신을 애도한 ‘경

찰다운’ 경찰이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랑하던 윤순임마저 철저

히 잃을 자이다. 따라서 ‘놓침’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 상실에서 (윤순임

으로 착각된) 여고생은 귀가하는 시간을 놓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급

히 격발한 김영호의 총알을 맞게 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의 상실에서 김

영호에게 찾아온 윤순임의 도래는 늦었다. 그리하여 김영호의 순수함을 잃

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며,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놓치게 된다.

세 번째는 군산에서 윤순임에게 고백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술집여자에게 말

하며, 이 행동은 김영호가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하는 윤순임과의 놓침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은 김영호가 병실에서 일찍 떠나며, 윤순임의 눈물이 늦게

나왔다. 그리하여 김영호는 윤순임의 눈물을 놓치게 된다. 상실과 함께 나

타나는 이러한 놓침은 시공간의 틈을 비롯한 것이다. 틈은 유령이 출몰하게

해주는 공간이며, 열림으로서의 신체 속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한다.

끝으로, 본고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앞에서 이를 다리상처의 형태

로 가시화된 유령의 출몰의 ‘원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기원’이 아님을 강

조하고 싶다. 본고에서 광주는 시간과 공간 속의 한 사건으로써 유령을 가

시화시키며, 그러한 유령을 김영호의 신체인 공간으로 심어주는 계기로서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는 김영호의 ‘상실’을 시작하며 유령이 출몰

하게 하는 장소였으나, 유령이 생기는 장소가 아니다. 유령은 이미 항상 시

간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박하사

탕>에서 신체장애로 기록된 윤순임의 상실과 함께 드러내는 것은 김영호의

사랑과 순수함의 상실, 여고생의 죽음, 그리고 과거에 모든 시간적 기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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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성시>: 대만의 역사전환기에 나타난 유령들

앞에서 이창동의 영화 <박하사탕>이 플래시백 기법을 통해 시간이 지니

는 사후성을 재현하는 영화적, 기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

였다. <박하사탕>은 시작하는 장면에서 야유회(공간, 사람, 노래 등)와 기찻

길을 전시하면서 주인공인 김영호의 죽음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이 영화

의 끝 장면에서도 같은 것들이 전시되면서 김영호의 인생의 시작(사랑과 理

想,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 기록되었다. 이때 같은 공간에서 시작

과 종결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플래시백을 통하여 ‘시작이 끝이자, 끝이 시

작이다’와 ‘상실은 획득이자, 획득이 상실이다’라는 비-실체성인 시간이 지

니는 사후성의 특징에 대해 전시한다.

본 장의 제1절에서는 <박하사탕>과의 비교를 통해 영화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특정한 영화적 기법과 장면의 반복이 지니는 유령(시간)적인 의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대만 감독인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

에서 사용된 음성언어인 내레이션 및 문자언어인 자막을 주목하여 음성언어

와 문자언어에 나타난 유령성(시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정성시>의 감독인 허우샤오시앤은 1947년에 중국의 광동성(廣東省)

매현(梅縣)에서 태어났으며, 한 살도 안 된 1948년에 가족을 따라 대만의

화련(花蓮)으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전환기로 간주될

수 있다. 1945년에 대만은 일본식민 지배가 끝나고 국민당 정부가 정권을

이어받는 시기였으며, 해당 시기의 중국대륙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인 중일

전쟁(中日戰爭)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국공내전(國共

內戰)이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의 혼돈 속에서 대만과 중국의 역사전환기는

약 4년간 지속되었다. 1949년에 국공내전이 끝났으며 중국대륙에서 공산당

이 정권을 얻었고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대만에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광동성으로 돌아가려고 한 허우샤오

시앤의 온 가족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대만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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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만에서 외성인(外省人)의 신분을 가지는 가족과 어릴 때부터 본

성인(本省人, 또는 내성인 內省人)으로 자라던 허우샤오시앤은 자신의 신분

을 인지하는 것에 있어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묘한 정체성

인지의 혼돈은 허우샤오시앤의 영화 작품에서도 드러낸다.

앞의 장에서 언급한 한국 리얼리즘 감독 이창동과 유사하게 대만 감독

허우샤오시앤도 ‘다큐멘터리의 현실주의적 창작 특징’을 그의 작품에서 보

여준다. 이창동은 2007년 북경전영학원(北京電影學院)에서 진행된 탐방 기

록에서 ‘영화에 나타난 현실과 비현실의 겹침을 어떻게 디자인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생활 속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

하는 것(生活中是看不見的，但它確實存在)”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의 질문에

그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진실하고 소박하게 표현하고, 관객들을 스스로

느끼며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將看得見多東西真實、樸實地表現出來，讓

觀眾自己去感受和判斷)”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창동은 늘 “영화와 현실의

소통(電影跟現實的溝通)”을 추구하려고 하며, 관객들에게 “이것이 영화 같

지만 현실이다. 혹은 이것이 현실 같지만 영화이다(這好像是電影，又是現

實。或者，這好像是現實，又是電影)”는 느낌을 만들려는 노력을 늘 한다

고 하였다.53)

허우샤오시앤이 가지는 영화에 대한 철학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추구하

는 허우샤오시앤에게 영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록하고 재현하

는 것이다. 허우샤오시앤과 오랫동안 함께 작품 활동을 하던 배우 장정(張

震)은 “기다림은 영화를 찍는 허우샤오시앤 감독이 항상 가지는 태도다. 그

는 구름을 기다릴 수 있고, 바람을 기다릴 수 있으며, 새들의 모임과 헤어

짐을 기다릴 수 있다. 또한 그는 수개월 동안 나뭇잎이 노래지는 것을 기다

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광선을 기다릴 수 있으며, 배우들의 최

적의 상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等待是侯導拍電影的常態，他

可以等雲，等風，等鳥兒或散或聚；他可以花費數月等待樹葉變黃，可以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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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李滄東: 人生的痛苦都是有意義的」, 北京電影學院에서 진행된 이창동 탐방의 기

록, 2007.12.6.



待一個最美的自然光線，可以等待演員最合適的狀態)”고 하였다.54)

이창동과 허우샤오시앤 두 감독에게 영화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기보다 진실한 세계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감독은 인위

적 판타지를 만들지 않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전시하고자

하는 영화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감독은 모두 성장과정에서 자신

의 경험으로 인해 시대적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진호주

는 이창동과 허우샤오시앤의 비교연구에서 “개체 생명의 곤경”, “대인 관계

에서의 소외”, “운명에 대한 저항과 무력함을 부각하”는 것을 이창동의 작

품에서 볼 수 있다고만 한다. 또한, “이는 이창동의 개인 경력과 깊이 관련

된 것으로 가난한 집안, 동요하고 불안정한 사회 등의 당시 상황은 모두 이

창동이 어린 시절 부터 고단한 인생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 바 있으며, 2세

대 외성인인 이주자로서의 허우샤오시앤에 대해서는 “주제 선택에서 특정한

단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화의 깊은 주제에 항상 생명 개체에 대한 존중

과 역사 및 사회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55)

‘역사 및 사회에 대한 반성’을 추구하는 리얼리즘 영화감독 허우샤오시

앤은 <비정성시>를 통해서 ‘자신이 보는 세계’의 진실을 기록하였다. ‘역사

적인 무거움’을 가지는 <박하사탕>에서 한국 근대화과정의 큰 사건인 광주

민주화운동이 재현된 것과 같이 <비정성시>에서도 대만 역사에 있어서 무

시할 수 없는 ‘2⋅28사건’을 보여준다. <박하사탕>은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

하여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시간적 표지들을 뚜렷하게 시퀀스별로 나누어

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서술했으나 이와 달리 <비정성시>는 뚜렷한

시퀀스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또한 <박하사탕>에서는 김영호의 삶을 그대로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반면에 <비정성시>는 순수한 객관적인 영상의 기록이라기보다 더욱

개인적 ‘구연’과 가까운 느낌을 준다. 영화 전체는 주로 히로미(寬美)의 목

- 66 -

54) 「侯孝賢：我的電影觀」, 영화 <聶隱娘>의 촬영이 끝난 후에 진행된 스텝 인터뷰

의 내용, 2015.

55) 진호주(陳昊姝),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의 영상미학 비교를 통한 시대성 연

구」,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48~49쪽.



소리(내레이션)와 자막(일기나 편지 등)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서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당사자의 ‘회상(回想)’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박하사탕>은 어떠한 특정

한 개인의 주관적 시선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방관자의 시선으로 김영호라는

인물이 보내는 20년의 인생을 구경하는 것에 더 가깝다. 그러나 <비정성

시>는 방관자의 시선으로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경험하며

느끼는 주관적인 시선을 따라서 인물과 함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성시>에서 사용한 이런 서술방식은 얼핏 보면 개인적이고 주

관적 색채가 강해 보이지만 실은 또 다른 객관적인 기록 기법이다. 허우샤

오시앤은 주관적 자막과 내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여 스토리를 전개하였다.

문자언어는 비동시성의 특징을 지니나, 음성언어는 동시성의 특징을 지닌

다. 그런데 <비정성시>에서 청각장애인인 웬칭과의 즉각적 의사소통의 용도

로 사용된 음성언어의 성질인 동시성을 지니는 문자언어, 그리고 문자언어

를 바탕으로 히로미의 일기 및 편지의 읽기인 음성언어는 순수한 문자/음성

언어가 아니라 서로 오염된 언어형태로 간주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

정성시>에서는 각종 지방언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56)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항복 선언’을 읽는 일본어와 국민당 정부의 지휘자인 천

이(陳儀)가 사용한 절강(浙江) 방언57), 병원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민난(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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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역사적 변경으로 인해 대만에서는 특별한 언어시스템이 형성 되었다. 청일전쟁

(1894~1895, 清日戰爭, 또한 ‘각오전쟁 甲午戰爭’)에서 중국(당시의 청나라)의 패배

로 인해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 식민자들은 대만에서 ‘거⋅중국화(去

中國化, 중국의 문화를 없애는 정책)’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일본어를 전면적으로 공

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따라 20세기 초기부터 30년대까지 태어난 대

만 사람들은 모국어의 퇴행을 겪었다. 대만이 관복한 후에, 즉 20세기 40년대 중반부

터 60년대까지 자랐던 대만 사람들은 대만국어(중국대륙의 북경말 北京話을 바탕으

로 민난어의 발음 특징과 섞은 대만의 표준어)에 능숙하였으며 前세대와 달리 그들

은 일본식 언어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鄭鴻生, 「尋回失去的敘述能力--台灣

人的國語經驗」, 『文化縱橫』2021年第4期, 2021.)

또한, 대만의 광복과 중국대륙과의 통일로 인해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인

들은 다양한 언어를 대만에 주입시켰다. 그 시대에 국민당 정부가 사용한 저장 방언,

대륙 사람들이 사용한 상하이 방언, 산동 방언, 광동 방언 등 다양한 언어들은 대만

에서 복잡한 언어시스템을 만들었다. 요컨대 전후의 대만(본고에서는 ‘역사전환기’의

대만)에서는 ‘표준어’란 것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57) 중국국민당이 집권하던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공산당과의 국공내전(國共內戰)으로



南) 방언과 새로게 사용하기 시작한 중국표준어, 그리고 일상에서 민난 방

언 외에 또 함께 혼용된 베이징말, 상하이 방언과 광동 방언 등 다양한 언

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일본어를 제외하면)문자(혹은 수어)로 똑같은

형태의 문자(혹은 수어)인 반면에, 음성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다르다. <비정성시>는 이러한 언어의 혼용을 통하여 절묘한 객

관성을 획득하여 역사전환기의 대만의 유령들을 포착하였다.

또한, <박하사탕>의 ‘주인공’이 분명하게 김영호인 것과 달리 <비정성

시>에서는 명확한 ‘주인공’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

성시>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질문에 전체 스토리를 ‘구연’하는 히로미라고

답할 수도 있고, 자주 출연하는 웬칭(文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리고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큰 형인 웬숑(文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허우샤오시앤이 추구하는 ‘자연법칙

(自然法則)’이기 때문이다. 치요메이쉔(邱美煊)과 류야오옌(劉耀炎)은 <비정

성시>에서 사용된 ‘자연법칙’은 이렇게 서술한 바 있다.

허우샤오시앤은 ‘방관자’적인 카메라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영화에서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아무도 특별한 주인공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 그

는 아무 인물에게도 감정을 주지 않는 식으로 스토리를 전시하였다. 왜냐하

면 만약 감독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특별한 사랑이나 싫증이 생긴다면, 스

토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 특정한 인물에게 더욱 많은 정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것이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우샤

오시앤은 아무 특정한 인물도 우세한 위치로 두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도 클

로즈업으로 찍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익은 좇

아가고 해는 피해가’는 행동을 더욱 진실하고 신뢰감이 있는 느낌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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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대만에 정예 관료나 군인을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단위인

성(省)을 설치하는 대신 천이(陳儀, 1883~1950, 중국 저장성 浙江省 출신)를 대만

성(臺灣省)의 행정장관 겸 경비총사령으로 임명해 이 곳을 국민혁명군의 군사점령지

역처럼 관리했다. 대만 2⋅28사건이 일어난 후에 천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정부

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侯孝賢導演選取一種旁觀者的鏡頭語言，沒有把其中某一個人作為特別重

要的人物來刻畫，[...]他試圖用不代入劇中人物情感的方式展現故事。一旦導

演對劇中的某些人物有了偏執的愛憎，在情節推進之中，必然會對那些人物

投入更多的心血，這是違反‘自然法則’的。侯孝賢在鏡頭語言上，並沒有突出

某個人，甚至沒有給某個人一個特寫鏡頭。正因為如此，在鏡頭下的人‘趨利

避害’的活動更顯得真實可信。
58)

허우샤오시앤은 이러한 ‘자연법칙’을 따라 개인적 정서를 영화 속에 드러내

지 않았다. 즉, 영화 속 인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우리의 눈앞에 전시하는 것은 허우샤오시앤의 영화철학이다. 허우

샤오시앤과 이창동은 영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는 영화와 현실의 경계선을 없애고 생생하게 사회 및 역사, 또한 인간의 진

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허우샤오시

앤과 이창동은 영화 속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나 분노, 혹은 찬양하는 감정

대신 ‘냉정하게’ 방관자의 태도로 역사를 기록한다.

<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이 지니는 영화사(史)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박하사탕>은 과거와 현재가 병렬되며 유합되

는 특징을 갖고 있는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여

기서 새롭다는 뜻의 ‘뉴(new)’가 강조된다. 이와 같이 <비정성시>도 ‘뉴’의

의미를 지니는 ‘대만 신전영(台灣新電影, Taiwan New Wave)’59)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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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邱美煊⋅劉耀炎, 「論《悲情城市》的“自然法則”」, 湖北文理學院學報, 2017, 44쪽.

59) 정태수에 따르면 ‘대만 신전영(台灣新電影)’은 1982년에 등장한 <시간이야기(光陰

的故事)>라는 4편의 옴니버스 영화부터 1987년 2월에 53명 영화인들이 서명하고

잔홍즈(詹宏志)가 ‘민국76년 대만영화선언(民國七十六年台灣電影宣言)’을 발표한 기

점으로 이선언서에 서명했던 영화인들과 이 시기에 존재했던 대만의 특정한 영화들

을 가리킨다. ‘대만 신전영’은 두 단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위에서 언

급한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였으며, 그때는 대만의 과거 역사가 영화에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이다. 이 단계의 기점은 일

본 식민지 대만의 풍경을 묘사한 왕통(王童)의 영화 <허수아비(稻草人, 1987)>이

다. 또한 ‘228사건’을 기록하는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1989)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마지막은 1996년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대만 사회를 해부하고 비판한 양더

창의 <마작(麻將)>으로 ‘대만 시전영’ 시기를 마쳤다. (정태수, 『세계 영화예술의



된다. 이 시기의 대만 영화에서는 새로운 미학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인물과 환경의 관계를 응시하는 정지된 롱-테이크(靜止凝視人物與環境

關係的長鏡頭)”, “절도 있고 거리를 유지하는 카메라의 움직임(有節制且保

持距離的攝影機運動)”, “수많은 비전문적 배우들이 나오며 그들이 자신의

진실한 면모를 카메라 앞에서 전시하는 것(大量素人演員不自覺地對著鏡頭

展現自我真實的一面)”, “화룡점정의 효과를 가지는 백그라운드 뮤직(具有畫

龍點睛效果的背景音樂)”, 그리고 “관객들에게 만들어 주는 상상하는 공간

과 개방적 결말(預留給觀眾反思空間的開放結局)” 등 독특한 미학적 요소들

이다.60) 대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6년 넘는 기간 동안 계엄령으로

인하여 ‘백색테러’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대외적으로 대만은 ‘고아’와도 같

은 고립된 위치에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관리 및 봉쇄를 행하였

다. 국민당 정권의 이러한 어두운 역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바로 1987년부터였다. <비정성시>는 계엄령이 폐지된 2년 후

인 1989년에 개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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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박이정, 2016, 681~684쪽.)

60) 陳儒修, 「《光陰的故事》：30年前的台灣新電影運動，意味著什麼？」, 2015.



3.1. 언어의 유령적 기록: 내레이션, 자막, 수어 및 언어혼

용적 양상 ‘현전과 부재의 겹침’

영화를 서술하는 기법의 측면으로부터 보자면, 앞 장에서 살펴본 이창동

의 <박하사탕>에서는 플래시백 기법이 지니는 시간의 사후성을 주목하였다.

본 장에서는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에 나타난 음성언어(내레이션과 각

종 언어) 및 문자언어(자막)로 구성된 서술기법이 지니는 유령성을 주목하

여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정성시>에서는 자막, 즉 문자언어가 스토리를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

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비정성시>에

나타난 자막이 단순한 문자의 기록(배경에 대한 객관적 기록)일 뿐만 아니

라, 인물이 받은 편지의 전시, 그리고 더욱 자주 보이는 청각장애인인 웬칭

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웬칭이 히로미에게 자기 자신

이 경험하였던 과거의 시간에 대해 전달할 때는 자막에 이어서 과거의 화

면을 플래시백으로 함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정성시>에서 사용

된 비-동시성과 비-현전적인 자막은 현재 속에 드러내는 생생한 화면과 함

께 전시됨으로써 음성언어적인 (비)동시성과 (비)현전성의 의미도 동시에 지

니고 있는 것이다. 문자언어와 화면의 접점뿐만 아니라 히로미의 내레이션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성시>에서 대량 사용된 히로미의 내레이션은

히로미가 쓴 일기나 편지의 내용에 대한 읽기이다. 문자언어(자막)가 지니

는 동시성과 비-동시성, 현전과 비-현전의 겹침의 측면으로 보면 여기서

사용된 음성언어(내레이션)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일기와 편지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시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

나, 음성언어로 그것을 읽는 것은 현전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의 부재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비)현전적

인 문자로 기록되었으나, 이러한 의미를 포착할 수 없는 음성언어로 또 다

시 (비)현전61) 속에서 재현하는 행동(일기 읽기)은 늘 현전과 부재의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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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희 속에서 무한하게 반복한다. 이러한 비동시성과 동시성, 그리고 비

현전적인 의미와 현전적인 의미의 겹침 자체는 ‘유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본 절에서는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내레이션(말)과 자막(문

자)이 드러내는 시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같은 내용이 지닌 음성언어의 (각종

방언의 사용으로 인한) 소통불가능성과 문자언어의 소통가능성 간의 대조에

주목할 것이다. 동시에 언어를 비롯한 ‘부재와 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

이다. <비정성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방언이 사용된다. 대만은 일본

의 침략으로 인해 일본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는 민난 방언을 사용된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고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들어와서 공식 언어는 중국표준어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

한 언어의 전환에 대해서 <비정성시>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중국표준어를

교육시키는 장면을 통하여 이러한 언어의 전환에 대해 보여준다. 국민당 정

권의 교체에 따라 수많은 중국 대륙 사람들은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무역을

위해 이동하였다. 그들은 상하이 방언, 광동 방언, 산동 방언 등 다양한 언

어를 사용하였으며, 각종 방언을 사용하던 그들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대만 본토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음성언어(발음)의

성질에 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중국어의 방언들은 문자로 표

시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각 지역의 방언을 사

용하는 대륙 사람과 민난 방언을 사용하는 대만 사람들은 서로 음성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문자언어 또는 수어를 통해서는 소통이 가능하다. 여

기서 언어를 통하여 부재와 현전의 대립이 보인다. 동시적 소통의 가능성을

지니는 주체는 ‘현전’으로 간주되나, 동시적 소통의 불가능성을 가지는 자들

은 ‘부재’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방언(음성언어)으로 소통불가능성을

지니는 의사소통의 대상들은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하더라

도 서로 직접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체적인 현전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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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가 지니는 (비)동시성과 (비)현전은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에 실제의 부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면, 문자로 소통가능성을

지니는 대상(웬칭)은 늘 음성언어의 소통불가능성을 뛰어넘어 ‘실제의 현전’

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비정성시>에서 등장한 인물인 웬

칭은 늘 ‘부재(음성언어 능력의 상실이기 때문임)이면서 현전(문자언어의 초

월성이기 때문임)’인 상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인 웬칭은 직접

적으로 대화를 이룰 수 없(부재)으나, 동시에도 문자언어의 초월성을 가지

며 직접적으로 모두와 직접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제3자 필요 없

이 문자로 직접 소통 가능)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절의 두 번째 부분에

서는 이러한 언어 간의 부재와 현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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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자막과 내레이션의 비교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내레이션은 총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 번째는

히로미의 독백이다. 두 번째는 히로미가 시즈코(靜子)나 아쉬에(阿雪)와 교

류한 편지를 읽는 것이다. 세 번째는 히로미의 일기를 읽는 것이다. <비정

성시>에서 사용된 자막에 경우에는 총 네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스토리

가 발생한 시간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다.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인

웬칭과 히로미나 히로에(寬榮) 등 인물 간의 의사소통이다. 세 번째는 시즈

코가 받은 시즈코의 죽은 오빠가 쓴 시다. 마지막 하나는 자막으로 전시되

지 않았지만, 2⋅28사건의 피해자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피를 사용

하여 아내에게 쓴 편지(혈서)의 글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하사탕>

에서는 시간과 제목이 표시된 자막, 그리고 역행하는 기차를 통해 뚜렷하게

시퀀스를 나누었다. 이와 달리 <비정성시>에서는 뚜렷한 시퀀스의 나눔이

없다. <박하사탕>에 나타난 기차를 대신하여 <비정성시>에서는 자막과 내

레이션을 통하여 시간의 전환을 알려준다. 서술된 시간을 볼 때 <박하사탕>

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비정성시>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연대

기적인 시간순서로 서술되며 그 중간에 잠시 과거를 전시하는 플래시백인

화면이 삽입된다. <박하사탕>이 플래시백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유령적 시간

의 유희를 전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정성시>는 히로미의 일기나 편지를

읽는 방법으로 시간의 유령성을 보여 주었다.

우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지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 서양 철학에서 음성언어는 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참다운 실

체를 가지며 정신과 직접적인 연결을 지니기 때문에 문자언어보다 우월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즉, 음성언어는 참다운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나,

문자언어는 음성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기호일 뿐이다. 그리하여 전통

서양 철학에서 보는 음성언어는 상위의 언어이며 문자언어는 그보다 하위적

인 존재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차연(différanc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전

통 서양 철학에서 정의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위계를 반박하며 문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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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데리다가 말한 ‘차연’에 따르면, 소리로 들리지 않

는 차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다.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순

간에 원래의 의미가 미끄러져 이미 항상 그 의미 자신과 달라진다. 즉, 의

미는 늘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으며, 하나가 아닌 ‘하나 이상’인 것으로 존재

한다. 데리다는 항상 자기 자신과 달라지는 것은 소리로 포착할 수 없으나,

문자로만 포착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언어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데리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달라지고 있는 것들과 그들의 흔적을 ‘a’로 기록하여

‘différence’를 ‘différance’로 바꿔 썼다. 여기서 말한 ‘a’는 곧 데리다가 논

의하던 유령이다. 즉, 현전인 동시에도 부재이자, 부재인 동시에도 현전인

어떠한 의미화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영화적 서술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a’는 <박하사탕>에서 플래시백을

통해서 과거인 현전, 또는 현전인 과거의 혼돈한 사이 속에서 나타난 죽은

후의 김영호(‘김영호의 유령’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함) 자체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김영호가 김영호 자신의 차이와 지연, 또한 김영호의 죽음과 삶의

겹침은 데리다가 주장한 ‘a’이다. <비정성시>에서도 ‘차연’인 ‘a’에 대해 기

록한 점을 찾을 수 있다. 곧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동시사용인 것이다.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서사적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그들의 전통적 기능

을 깬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성시>에서는 항상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인 두

가지 (비)현전성을 지니는 언어형태가 동시에 사용되며 서로의 겹침인 비

-(비)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비정성시>에서 사용한 쓰기와 읽기의 겹침을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겹침은 곧 히로미라는 한 주체가 행하는 ‘쓰기’와

‘읽기’이다. 이러한 장면은 <비정성시>에서 총 여섯 차레 전시되었다.

첫 번째는 히로미가 진과스(金瓜石)62)로 올라올 때 쓴 일기였다.

쇼와20년 11월 초8, 하늘이 예쁘며 구름이 있다. 아버지가 써주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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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재 대만 신베이시(新北市) 루이팡구(瑞芳區)에 있는 한 마을이다. <비정성시>의

스토리는 주로 이 곳에서 전개되었다.



장을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진과스의 광부병원에서 일하려고 했다. 오빠는

수업을 해야 하느라 바빠서 오빠의 친한 친구인 웬칭이 나를 마중하러 왔다.

산에서 벌써 가을의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 올라올 때 옆에의 풍경이 아름

답다. 지금부터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서 마음에 행복한 느낌을 느꼈다.

昭和二十年十一月初八，好天，有雲，帶著父親寫的介紹信，上山來金瓜

石的礦工醫院做事。哥哥教書沒空，叫他的好朋友文清來接我。山上已經有

秋天的涼意，沿路風景很好。想到日後能夠每天看到這麼美的景色，心裡有

一種幸福的感覺。
63)

여기서 내레이션으로 전시된 히로미의 첫 번째 일기는 히로미의 인생에

서 새로운 인생의 단계가 시작된 것과 같이 대만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도

함께 담고 있다. 히로미는 풍경이 아름다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며 앞으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것에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올 때의 대만 사람들이 느

끼는 기대함과 유사하다. 이때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허구적인 것들

에 대해 묘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히로미가 말하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만의 새로운 광명과 희

망’은 사실상 아직 도래하지 않고 현전이 아닌 비-실존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허구적인 것들에 대해 이미 현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

다. ‘미래에 볼 수 있는 풍경’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피묘사된 대상들은 피

-묘사된 순간에 이미 한 결과물이 되었다. 즉, 언어로 쓰거나 말하는 순간

에 한 결과물이 창조된다. ‘아름다운 풍경’은 앞으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유

지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도 미래에 희망인 형태로 존재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히로미와 대만 사람들은 그것들이 미래에서도

계속될 것처럼 말한다. 즉, 사람들은 현전 속에서 도래할 미래를 구성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대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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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7분 10초 때의 내레이션.



들이 아직 아닌 것을 이미 있는 것같이 간주하는 행동 자체는 유령을 말한

다. 왜냐하면 비-실존적인 것을 실존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며 그와 공존하는

것은 결국 (비)실존적, 또한 (비)현전적인 상태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화면에서 히로미가 쓴 글은 직접 보이지 않으나, 히로미가 진

과스로 가는 길과 글을 읽는 목소리만 전시된다. 화면에서 전시된 진과스로

가고 있는 히로미와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에 이미 쓰여진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글과 화상 및 목소리의 겹침은 비-현전적인 것을 현적적인 것으

로 현전화시키는 동시에 현전을 비-현전으로도 전환시키는 것이며, 유령이

출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현전처럼 보이는 화면과 목소리는

나타나는 순간에 시간의 비-현전성 때문에 이미 자신의 의미를 가질 수 없

게 되며 시간을 따라서 비-현전인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면에 영화에서 내

레이션이 나타날 때 비가시적인 문자는 늘 현전 속에서 남을 수 있다. 시간

속에서 생기는 비가시적인 차이들은 늘 문자에 그들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 미래로 구성된 ‘현전’이 늘 허구성을 지니고 있

다는 점에도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전은 항상 허구적인 현전인

‘(비)현전’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성시>의 이 부분은 비-현전과

(비)현전과 비-(비)현전의 유희 속에서 대만의 근대화되는 과정에 나타난

유령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은 글과 목소

리 등의 다중적인 시간요소를 통하여 대만 근대화 역사의 전화기의 시작을

끊임없이 재구성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재구성된 ‘(비)현전’과 ‘비-현전’

은 늘 자기와의 차이를 지니며, 동시에 ‘(비)현전’과 ‘비-현전’은 또 이러한

차이 속에서 재구성을 겪는다. 이것은 무한한 반복인 유령이다. <비정성시>

에서 사용된 내레이션은 모두 다 이러한 반복의 유령에 대한 기록으로 간

주된다.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히로미의 두 번째 일기의 읽기는 히로미가 웬칭

의 집으로 놀러간 다음 날에 쓴 것이었다. 과거의 웬칭과 사라진 린씨의 두

번째 형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알 수 있다. 히로미의 일기는 이미 항상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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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동시에 아직 유령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자들을 타자의 언어를

통하여 현전화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어제 웬칭의 집에 갔다. 그의 집에 가서 밤을 보냈으며 일기는 쓰지 않

았다. 밤에 그의 둘째 형수와 수다를 떨었다. 형수에게 웬칭 어릴 때의 이야

기를 들었다. 그녀는 린씨 형제 중에서 둘째가 가장 공부를 잘 했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은 웬칭이었다고 했다. 형수는 웬칭의 몸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

님의 질투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는 입대하고 남양으로 떠났다. 아직

도 돌아오지 않았다. 웬칭의 온 가족들은 이미 이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게 되

었지만 단 형수 혼자만 아직도 매일매일 진료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주

사기와 바늘을 아직도 매일매일 소독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둘째 형

이 꼭 평안하게 살고 있으며 나중에 어느 날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

기 때문이다. 형이 돌아오자마자, 옛날과 같이 사람들에게 진료를 하고, 처방

을 하고, 주사를 놓고, 그리고 레코드를 듣고, 베토벤도 들을 것이다.

昨天去文清他家，在他家過夜，日記沒寫。晚上跟他二嫂聊天，聽她說文

清小時候的事情，二嫂說他們兄弟，二哥最會讀書，不過文清最聰明。二嫂

說他身體會這樣，是老天嫉妒。他二哥去南洋當兵，一直沒回來。文清他們

一家早就看開了，只有二嫂，每天都把診所整理得乾乾淨淨。針筒，針頭，

每天都會拿去消毒。只有她相信，二哥一定還平平安安的活著，有一天會回

來。一回來，就跟以前一樣，開始替人看病，開藥，打針，聽唱片，聽貝多

芬。
64)

<비정성시>에서 늘 부재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인물인 둘째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한다. 허우샤오시앤은 역시 직접적으로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대신 타자를 통한 서술을 선택하였다. 즉, 타자에게 오염된 어떠

한 주체가 자신과의 차연 및 반복을 끊임없이 지니는 유령의 형태는 이 부

분의 내레이션에서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히로미를 통하여 웬칭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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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의 이야기와 둘째 형의 부재의 원인을 알게 된다. 히로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은 둘째 형수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둘째 형수

가 어린 웬칭의 이야기를 아마도 린 씨 가족을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된 타자들은 동일한 과거에 대해 서술하며 함께 그

과거를 재구성한다. 즉, 지나간 사건이 재구성되는 것은 오염된 타자를 통

해서야 가능하며 그 사건은 현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현전화된다.

히로미가 읽은 세 번째 일기는 대만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웬칭과 히로

에가 타이베이로 갔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2⋅28사건’이 일어났

다는 것과 대만 사람 및 외성인 간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기록한다. 뿐만 아

니라 히로미가 쓴 이 부분의 일기를 통하여 히로에와 웬칭이 대표하는 진

보한 지식인들이 겪을 위험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몇 마디로 절묘하게 ‘2⋅

28사건’의 배경과 기원을 기록하며 또한 생생한 목소리로 현전 속에서 재현

하였다.

오늘 라디오에서 타이베이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다. 대만 원주민과 외성

인이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타이베이에서 계엄령을 내렸다. 병

원에서 사람들은 다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들 걱정되고 있는 것

같다. 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또다른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렇

다. 오빠는 나를 찾으러 병원으로 왔다. 그와 웬칭은 타이베이로 가기로 했

다. 나는 그들이 이 시국에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들을 걱정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웬칭은 몸이 불편해서 오빠가 꼭 그를 잘 챙겨주어야 한

다.

今天收音機說台北發生事情，臺灣人和外省人相殺，台北宣布戒嚴。醫院

的人都在說這件事情。大家都怕，一個戰爭才剛結束，另外一個戰爭怎麼會

接著就來。哥哥來醫院找我，他和文清要去台北。這個時候去那麼危險的地

方，我知道他們一定有事情要做，心裡替他們擔心，也不敢說出口。文清他

身體不方便，哥哥你千萬要照顧好。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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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일기는 식민지 시대가 종결한 뒤에 대만의 새

로운 희망이 도래한 것, 그리고 신체의 부재를 지니고 있는 웬롱 및 청각의

부재를 지니고 있는 웬칭에게 그러한 부재가 형성된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일기는 ‘2⋅28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28

사건’의 기원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인 중일전쟁

때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했으나,

광복한 후의 대만은 다시 중국으로 귀속되어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동적인 입장의 전환은 대만 본토 사람과 중국 대륙 사람

간의 갈등이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일기에서는 광복 후 시작된 히

로미(그리고 대만 사람)의 새로운 삶을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한 삶은 역사

적인 갈등을 담고 있다. 그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허구적인 현전 속에

서 드러나는 허구적인 ‘아직’일 뿐이다. 두 번째 일기에서 묘사된 웬롱의 부

재는 대만 사람이 겪었던 피동적인 입장의 반영이다. 또한, 청각의 부재를

지니는 웬칭은 현실 세계와 단절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어서 전시된 세

번째 일기에서는 그러한 웬칭마저 타이베이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다음 일

기에서 기록된 웬칭이 잡혀간 것을 통하여 역사적인 갈등에서 외부인인 사

람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기록은 ‘2⋅28사건’을 담고 있

다. 대만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늘 아직 아닌 것(2⋅28사건)과 이미 항상

존재하는 것(대만의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 그리고 허구적인 현전(국

민당 정권이 통치하는 시대)이 서로 겹치고 있다. <비정성시>에서는 히로미

의 글을 통하여 이러한 겹침이 늘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게 기록하였다. 이

러한 겹침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과 반복하여 차이가 생기는

과정인 것이다.

다음은 ‘2⋅28사건’이 일어난 후에 히로미와 웬칭의 현황에 대한 묘사이

다. 히로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병원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청각장애

인인 웬칭마저 지식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인해 군인에게 잡혀간다. 웬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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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천리(天理)를 의심한다. 계엄령 아래 사람의 ‘목소리’가 금지되는

시대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죄’로 간주된다. 그런데 목소리를 낼 뿐

만 아니라 목소리를 듣(수용)지 못하며 내(전달)지도 못하는 사람, 즉 ‘목소

리’라는 ‘죄’에서 제외된 사람까지 계엄시대에서 ‘유죄’로 간주된다. 백색테

러 속의 대만은 ‘침묵의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비정성시>는 히

로미의 문자로 기록하며 목소리로 재현하였다.

3월 19일, 원장님은 나의 모든 짐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러 오

셨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의사인 것을 알고 있다. 짐 중에서 아쉬에가 쓴

편지 하나가 있었다. 편지에서 웬칭은 군인한테 잡혀갔다고 했다. 이것은 코

바야시 선생과 관련 있다고 했다. 웬칭의 아버지는 청각장애인마저 잡혀가는

것에 대해 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세상에 천리가 있냐고 의심한다고 했

다. 나는 천리가 있는지 관심이 없다. 나는 단지 지금 웬칭이 어디에 있는

지. 무사히 잘 살고 있는지에만 궁금하고 알고 싶다. 웬칭은 꼭 무사히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三月十九日，院長來家裡，把我所有的東西都送回來，我知道這是父親的

意思。行李裡面有一封阿雪的信，文清被軍人抓走了，說是跟小林老師有關

係。文清他父親在罵，連聾子也抓，這個世間還有沒有天理。天理有無我不

管，現在我只想知道，文清他人在哪裡，是不是還平平安安的活著，要是活

著就好。
66)

히로미의 마지막 일기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었다. 첫 번째는 ‘2

⋅28사건’ 와중에 히로에 등 지식인들의 활동의 기록이다. 지식인들이 가지

는 민권(民權) 및 자유의 이상(理想)과 대만의 사회 배경에서 그러한 이상

을 이루는 것의 어려움은 이 부분의 글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로 히로미는

한마디로 이 시기의 대만의 민생(民生)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물가

의 인상 및 이웃의 불만에 대한 것이다. 허우샤오시앤은 히로미의 글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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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라는 리얼리즘적인 방식으로 역사전환기 때 대만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이 부분의 마지막 내용은 히로미와 웬칭의

아들인 아치엔이 음성언어 능력을 습득한 것과 청각장애인인 웬칭의 직접

소통 불가능성에 대한 기록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은 음성언어로 인한 서로

존재의 확인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의 부재를 품고 공존하고 있다.

오늘 오후, 새해의 첫 번째 봄날의 우레가 들렸다. 기세가 세찼으며, 산

과 바다를 깨우려고 하듯이 소리는 한 번 또 한 번 끊임없이 나타났다. 오후

에 산에서 오신 분이 있었다. 오빠의 부탁으로 웬칭에게 돈을 빌리러 오셨

다. 그들은 인쇄하며 민권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

다. 그 분은 자주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하셨다. 하지

만 그들은 모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그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빌리러 와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안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치엔은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다. 어제 아치엔에게

수유할 때 그가 엄마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기뻤다. 바로 뛰어나가

서 웬칭을 부르며 빨리 와서 들으라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웬칭을 본 순간

에 내가 정말 바보인 것을 깨달았다. 웬칭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웃들은 살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

각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웬칭과 아치엔이 곁에 있는 것만

봐도 삶이 좋고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今天下午，聽到新年第一次春雷，聲勢很大，一陣又一陣，像要把山跟海

都叫醒一般。下午山裡有人來，哥哥拖他來跟文清拿錢，說他們需要一些經

費，要印東西，要教育民權。那個人說，常常來跟文清拿錢不好意思。他們

不知道，我們常常在等他們來拿，因為來拿錢，我們才知道他們都沒發生事

情，都還在為他們的理想努力，我們才安心。阿謙已經會出聲了，昨晚抱他

餵奶的時候，他好像在叫媽媽。我好高興，跑出去叫文清來聽。等我看到文

清，才想到我真笨，他怎麼會聽得到。東西都在漲價，鄰居都說日子不好

過，可能我比較不會想，因為我只要看到文清跟阿謙在身邊，就覺得日子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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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很幸福。
67)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은 세 가지 ‘겹침’의 유령성을 나타낸다. 즉, 정반대

인 양극의 상태는 한 자리에서 겹쳐지며 공존하는 ‘유령적 현상’이라는 것

이다. 지식인들은 곧 도래할 자신의 확정된 죽음을 품고 살고 있다. 그러므

로 대만 역사의 전환기 와중에 사람의 삶은 순수한 삶이 아니라 죽음과 삶

의 겹침으로 구성된 삶의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론 데리다에 따르면

모든 삶은 죽음을 품고 있는 삶으로 간주되지만 여기서 전시된 삶은 죽음

의 확정성이 더욱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늘 끊임없이 타자를 통하여 삶을

확인하여야 죽음을 배제한 삶의 상태인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은 여

기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겹침의 유령성인 ‘삶과 죽음의 유령성’이다.

두 번째 유령성은 음성(音性)과 무성(無聲)의 겹침이다. 아치엔이 사용

하는 음성언어와 웬칭이 사용 불가능한 음성언어 간의 갈등, 그리고 웬칭이

사용하는 문자언어와 아치엔이 사용 불가능한 문자언어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의 직접적 소통 불가능성으로 인해 생긴 부재는 늘 함께 존재한다. 웬

칭은 반드시 타자(매개)인 히로미를 통할 때만 아치엔이 말하는 ‘엄마’라는

소리, 즉 아치엔이 행하는 의식적 행동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타자의 실존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인지 불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곧 음성

과 무성의 겹침으로 인한 유령성이다.

이 부분에서 그려내는 마지막 유령성은 행복과 불행의 겹침이다. 근대화

의 역사전환기인 대만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불행하다. 이 불행한 환경 속

에서 히로미는 행복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행복이란 것도 역

시 직접적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매개를 통해서야 얻을 수 있는 것

이다. 히로미는 웬칭과 아치엔의 현전으로 인해 행복을 얻었다. 다시 말하

자면, 히로미는 죽음을 품고 있는 삶과 부재를 품고 있는 존재를 통하여 불

행을 품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의 현전을 느낀다. 요컨대 이러한 삶, 존재,

행복은 모두 다 유령적인 것이다. <비정성시>에서 현전 속의 히로미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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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통하여 그녀의 글에서 드러난 유령성은 리얼리즘적으로 영화화된다.

본고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비정성시>에서 나온 내레이션은

히로미가 자신의 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히로미가 아쉬에에게 보내는 편

지였다. 그때는 린씨 가족이자 대만인의 가장 거대한 ‘비정(悲情)’이 나타났

다.

아쉬에, 너의 넷째 삼촌은 잡혀갔다. 어디로 잡혀간 지는 아직도 알지 못

한다. 당초 우리는 도망가려고도 하였지만, 아무리 도망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이 되어야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드디어 마음이 좀 평화로워졌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너의 넷째 삼촌이 잡혀

가기 전 3일에 찍은 것이었다. 너의 넷째 삼촌은 잡혀간 날에 손님에게 사

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그는 일을 먼저 다 끝내고 다음에 조용히 떠나갔다.

나는 타이베이로 가서 여기저기 소식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식

도 얻지 못했다. 아치엔은 이가 났다. 그가 웃을 때의 표정이 아름다우며,

눈이 너의 넷째 삼촌과 아주 닮았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집으로 놀러 오

라. 지우펀은 추워지기 시작했다. 망꽃이 피우고 있다. 산이 뽀얗게 변했다.

눈 같다.

阿雪，四叔被捉走了。抓去哪，到現在還不知道。當初我們想過要逃，不

過，再逃也無路可走。到今天才寫信給你，是因為現在心情才比較平順。這

張相片是你四叔被抓前三天照的。被抓那天，四叔正在替人照相，他堅持將

工作做完，才靜靜的被帶走。我去過台北四處探聽，可是都沒消息。阿謙已

經長牙了，笑的神情很好，眼睛很像四叔。有空來家裡走走。九份開始變冷

了，芒花開了，滿山白濛濛，像雪。
68)

웬칭은 자기 자신이 곧 잡혀갈(부재일)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부재

의 도래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대만이란 범위 속에서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확정된 필연적인 부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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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거대한 비정은, 현전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부재한 자들의 부재를

수용해야 하며 그들을 현전화를 시켜 공존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현전인

자와 부재인 자는 모두 다 현전과 부재의 겹침 속에서 유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유령성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

문이다.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히로미의 글과 내레이션은 전체의 스토리를 움

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비정성시>란 영화를 보지 않

고 단지 히로미의 글만 읽더라도 전체 이야기의 틈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히로미의 일기는 대만 근대화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힐 수 있는 ‘2⋅28사건’을 기록하였다. <비정성시>에서

는 직접적으로 ‘2⋅28사건’이 전시되지 않으며, 플래시백이나 라디오 방송

혹은 히로미의 글과 목소리를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 즉, 영화란 (비)현

전적인 예술 속에서 (비)현전의 방식으로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2⋅28사건’은 이미 (비)현전 속에서 과거인 글과 현전인 목소리로 재구

성된 비-현전인 것으로 전시된다. 다시 말해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2⋅

28사건’은 (비)현전 속의 현전이 아니라 (비)현전 속의 비-현전인 것, ‘재구

성 속에서 재구성 된’ 것이다. 이것은 <비정성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서

술 형태로 불릴 수 있다.

본고는 <비정성시>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현전의 목소리로 현전 속

에서 재현하는 서술 방식이 <박하사탕>에서 사용된 플래시백이 지니는 시

간적인 의미와 똑같다고 본다. 즉, 지나간(과거인) 것들을 현전인 상태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성시>와 <박하사탕> 두 영

화는 모두 과거에 대한 재현처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인 것과

현전인 것의 구분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앞에서 이에 대해 ‘사후성’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정성시>에서도 사후성이 드러난

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행동 자체는 사후적 구성이며, 쓰여진 글들을 생생

한 목소리로 재현하는 것도 재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하사탕>에서는 시작한 부분에 죽은 김영호가 시퀀스에 따라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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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돌아간다. <박하사탕>은 이러한 구성을 통해 ‘과거로 향하는 시간의

역행’ 및 ‘미래를 향하는 시간’의 겹침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라 김

영호의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

건들과 함께 재구성된다. <비정성시>도 이와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

다. 대만이라는 국가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대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삶과 죽음의 겹침을 지니는 삶, 그리고 현전과 부재의 겹침을 지니는 현

전으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은 모두 다 근대화 속

에 나타난 이러한 겹침의 유령에 대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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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방언의 혼용과 문자언어의 비교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지니게 되는 유령성을 한 개인(혹은 여러 개인)을 통하여 기록하

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유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하사탕>에는 플래

시백을 통하여 현전과 과거, 또한 삶과 죽음을 겹치게 하는 유령성이 전시

되었으나, <비정성시>는 언어를 통하여 존재와 부재를 겹치는 유령성에 대

해 묘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앞 절에서는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히로미의

일기(문자기록) 및 일기 읽기(음성기록-내레이션)가 가지는 현전과 부재인

유령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절에서는 웬칭과 소통 시 사용하는

문자언어와 각 지방에서 살았던 인물들이 사용하는 각종 방언이 지니는 유

령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은 시간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많은 잇따

름으로 구성된 시간과 같이 음성언어로 이어지는 대화도 음절 혹은 소리의

잇따름이다. 잇따름에는 늘 나타남과 사라짐이 동시에 존재한다. 나타나는

동시에 사라지는 이러한 끊임없이 반복하는 운동 속에서 생긴 것은 늘 흔

적(유령)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은 전화(轉化) 가능한 것과 전화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직접적인 상속 대상’과

‘비-직접적인 상속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화 가능한 흔적을

대할 때, 주체는 흔적의 의미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오염시키며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상속한다. 이러한 흔적은 주체에게 현전화된 흔적이

며 늘 생생하게 주체와 함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공존한다. 반면에 전

화 불가능한 흔적에 대해서는 주체가 ‘수동적인 오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즉 주체는 대상을 전화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오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 흔적을 상속받는 것이 아나라 대상의 전화 불가능함 때문에 주체가 늘

전화 없이 그대로 대상으로부터 오염된다. 이러한 오염은 ‘흔적 자체인 오

염’이다. 이러한 ‘흔적 자체인 오염’은 주체와 함께 현전이면서도 늘 주체의

부재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주체는 이러한 전화 불가능한 흔적을 능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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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속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언어시스템을 통한 예를 들자면, 같은 방언으로

혹은 다른 방언으로 서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대화들은

전화 가능한 흔적이며 주체와 함께 현전 속에서 존재하는 언어로 간주된다.

반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화, 즉 늘 제3자를 통해서야만 이

루어질 수 있는 대화는 전화 불가능한 흔적으로서 그대로 남으며 주체에게

‘지금’이 아닌 부재인 비현전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체가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러한 ‘이해된 의미’라는 흔적을

상속하는 동시에 그 흔적을 통하여 스스로 오염을 시키며 늘 ‘이해된 의미’

를 가지고 그와 공존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주체가 어떠한 소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이해 못 한’다면 그 소리를 능동적으로 전화하거나 상

속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따라서 그 ‘이해 못 하는 소리’는 늘 전화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것은 주체에게 (비)상속이자 (비)오염된 현전 속의

부재인 것이다. 허우샤오시앤은 <비정성시>에서 각 인물이 가지는 언어를

통하여 주체 간의 현전과 부재를 표현하였다. 또한 <비정성시>는 그러한 현

전과 부재가 겹치는 유령성 속에서 일어나는 주체의 정체성의 변화를 전시

하였다.

허우샤오시앤은 영화에서 다종적인 언어시스템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허우샤오시앤은 민난 방언, 객가 방언, 상하이 방언, 광

동 방언, 산동 방언을 혼용하여 대만의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재현하려고

한다. 그는 방언이 역사기록에 있어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대만에서는 1945년 전에는 민난

방언과 객가 방언을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수많은 ‘외성

인’의 이주로 인해 상하이 방언, 광동 방언, 산동 방언 등 여려 방언이 보편

화되었다. 이러한 언어적인 변화를 통하여 역사전환기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각종 방언의 사용자들은 모두 각자의 특별

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전환기 때의 대만영화에서 사천(四

川)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은 대부분 다 퇴역한 노병(老兵)인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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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비정성시>에서는 웬량이라는 인물은 일본어, 상하이 방언과 민난

방언이 모두 능숙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웬량의 경험(상하이에서 통역한 경

험)과 사회관계(상하이파와의 관련) 등 요소가 더욱 뚜렷하게 묘사될 수 있

었다. 요컨대 허우샤오시앤은 시대적 특성을 언어시스템을 통하여 표현하여

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69)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허우샤오

시앤의 영화에서 사용된 언어시스템을 주목하고자 한다.

<비정성시>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표준어, 민난 방언 및 다양한 지역

의 방언이 혼용되고 있다. <비정성시>는 이러한 다종 언어들을 통하여 절묘

하게 대만의 역사전환기의 특별한 사회변화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

의 식민지로서의 대만은 일본어를 공식적 언어로 사용하다가 식민지가 끝나

고 국민당 정부의 도래에 따라 중국어 표준어가 공식적 언어가 되었다. 그

리하여 히로미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본어 및 민난 방언으로 소통하였던 시

대가 끝나며 바로 중국표준어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또한, 1945

년에 대만의 광복으로 인해 중국대륙과 통일이 되었다. 그때 중국대륙 각

지역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고향의 언어를 대만에서도 그대로 사용

하였다. 그리하여 대만은 언어적인 다양성을 가지는 지역이며, 사용되는 언

어의 변화를 따라 대만 역사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중국어의 각종 방언

은 음성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방언들은 결국 한자라는 문자로 통일될 수

있다. 즉,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지니는 다종 방언들은 문자언

어를 사용하여 그러한 불가능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비정성시>에서는 주로 민난 방언(린씨 가족, 히로미, 히로에 등 대만

본토의 사람들), 상하이 방언(‘상하이파’들, 웬량), 광동 방언(웬숑과 ‘상하이

파’ 간에서 통역해주는 사람), 저장(浙江) 방언(국민당 정부의 방송), 그리고

중국어의 표준어(중국대륙에서 온 지식인, 병원의 수업, ‘918’라는 노래)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 <비정성시>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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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每日頭條, 「芒果樹上的少年看人生：侯孝賢」, 2020.12.7. 검색날짜: 2022.1.14.

https://kknews.cc/entertainment/kkklaxp.html



그 인물은 곧 목소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전달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인

웬칭이다. 웬칭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은 어느 방언도 아닌 문자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웬칭은 직접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의사소통 속의 부재인 상태로 존재한다.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웬칭이 사용하는 문자언어는 초월성을 지니며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

통의 불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보는 웬칭은 부재(음

성언어로 직접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에서의 현전(문자언어의 초월성으로 음

성언어 간의 불가능함을 극복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정성시>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히로에 등 대만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민난 방언과 중

국대륙에서 온 기자가 사용하는 표준중국어 서로 간의 상통함과 웬숑과 상

하이파 간의 불통함의 대조이다. 다른 하나는 히로에 등 지식인들이 대만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과 같은 공간에 있는 웬칭과 히로미가 독일음악

및 사이렌(Sire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의 대조이다. 이외에는 또한

세 번이나 나타난 천이의 라디오 방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 언어적인 측면에서 현전과 부재가 지니는 유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대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준중

국어 및 각종 방언은 문자언어(한자)로만 소통이 가능하며 음성언어로는 의

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성시>에서 대만 본토

의 지식청년들과 중국대륙에서 온 기자의 모임에서 언어의 상통함을 보였

다. 그들은 2⋅28사건의 도화선으로 간주되는 사건인 담배 상인에게 행한

폭행, 또한 밀수 문제로 인한 담배와 쌀의 가격인상 등 대만에서 나타난 여

러 문제들에 대해 논의 시 민난 방언과 표준중국어를 혼용했다.

민난어: [...] 그 담배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민난어: 정부의 윗사람들이 밀수해서 들어온 것이겠지, 뭐. 뇌물만 주면 얼

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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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난어: [...] 그래도 담배는 그나마 중요하지 않아. 쌀이 중요하지.

민난어: [...] 일제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공습이 가장 심했을 때더

라도 쌀은 배급을 받았는데. 지금 천이는 온지 얼마나 됐어? 일 년

도 안 됐는데 쌀의 가격이 벌써 52배나 인상했어. 그런데 우리의

급여는? 털끝만큼이라도 많아졌냐고?

표준어: [...] 사 실 이런 것이 모두 다 문제가 아니야. 내 생각에 진정한 문

제는 실업의 문제야. 중국대륙이 정권을 얻은 후에 수많은 대만 사

람들은 원래 일하고 있던 일자리를 잃었어. 이 중에서 지식인들이

많아. [...]

민난어: 내 생각에 지식인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문제야.

민난어: 맞아. 그때 남양으로 가서 입대를 하던 군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일

자리를 구할 수 없어. 나는 법원에서 일하는 한 친구가 있어서 그

한테 들었는데, 아산 원장이 여기로 온 후에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대만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했어. 그 원장의 아내, 처남, 조카 등

등 다 불러서 거기서 일하게 했대. 지금 법원은 그의 가족들이 운

영하는 곳이 됐어.

민난어: [...] 아무튼 한마디로 하면, 만약 국민당 정부는 변하지 않으면, 중

일전쟁을 이겼는데도 백성들이 오랫동안 힘들거야.

臺：[...] 那些煙哪來的？

臺：還不是那些大官走私進來的。紅包一塞，再多也進來。

臺：[...] 煙是沒有那麼重要，米才重要。

臺：[...] 日本時代我們最苦的時候，空襲最厲害的時候，米還有配給。陳儀

來多久？還不到一年，米漲五十二倍。我們的薪水漲多少，有漲一分半

毛嗎？

普：[...]其實這些都不是問題，依我看，真正的問題是事業問題。內地接收

之後，許多台灣人原來的工作都沒了，這些人裡頭，有許多知識分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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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我看不只是知識分子啦，兵啦。

臺：是啊，被征去南洋當兵，回來找不到工作。我有一個朋友，在法院工

作，阿山院長一來接收以後，台灣人統統趕走。自己的老婆，舅子，外

甥都叫來，現在整個法院變成他們家開的。

臺：[...] 總歸一句話，國民政府的做法要是還不變，抗戰雖然打贏，老百姓

還要痛苦很久。
70)

여기서 전시된 대화는 두 가지 언어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나타낸다. 이것은 <비정성시>에서 중국어의 각 방언 간의 유일한 소

통 가능함을 지니는 장면이다. 허우샤오시앤은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주체의 정체성을 투사하고자 했다. 민난 방언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이 정상인데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음성성을 지니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마치 같은 음성언어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상통성(相通性)이 드러났다. 언어를 통하여 주체의 정체성

을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는 허우샤오시앤은 <비정성시>에서 광복한 대만의

지식인(대만 사람과 대륙에서 온 사람)들 서로 간의 언어의 상통성을 바탕

으로 그들이 조국(중국대륙)으로 회귀(回歸)하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가지는

동시에도 국민당 정부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는 공통적 의지를 전시하였다.

지식인들은 웬칭의 작업실에서 모이는 첫 등장 장면에서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을 보고 ‘아주 진보적’71)이라면서 칭찬하는 것, 그리고 식당에서 ‘망명 삼

부곡(流亡三部曲)’72)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행동에서도 이와 같은 지식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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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40분 01초부터 41분 33초까지의 대사.

71)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11분 45초 때의 대사.

72)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22분 09초 때의 노래다. 노래의 가사는 “918,

918, 그 비참한 시대부터, 918, 918, 그 비참한 시대부터, 나의 사랑스런 고향에서

이탈했다. 나의 무한한 보물을 버렸다. 망명, 망명, 종일 관내에만 있다. 망명, 망명.

어느 해, 어느 달, 나의 사랑스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해, 어느

달, 나의 무한한 보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九一八，九一八，從那個悲慘的時

候，九一八，九一八，從那個悲傷的時候，脫離了我的家鄉，拋棄了無盡的寶藏，流浪，

流浪，整日待在關內，流浪，流浪，哪年，哪月，才能夠回到我那可愛的故鄉？哪年，哪

月，才能夠收回我那無盡的寶藏？)”이다. 가사에서 언급한 ‘918(9월18일)’은 중일전쟁

이 일어난 시간이다. ‘망명 삼부곡’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조국에 대한 비통한 정서를 바탕으로 1936년에 장한훼이(張寒暉)가 창작한 삼부곡이



의 공통적 의지가 드러난다. 허우샤오시앤은 지식인들의 자연스러운 음성언

어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상통성을 묘사하였다. 그들의 음성

언어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흔적은 앞에 언급한 ‘전화 가능한 흔적’이다.

즉, 민난 방언을 사용하는 대만 지식인과 표준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륙 지식

인은 서로 행하는 전유와 오염하는 과정에서 함께 시간의 현전 속에서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된 두 가지 장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웬숑과

상하이파 간의 ‘이중적’ 통역을 통해서야만 가능한 의사소통이다. 그들은 직

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동 방언으로 한 번 더 전환하여야 하

며 민난-광동-상하이 방언 및 상하이-광동-민난 방언의 순서로 소통을 진

행한다. 이와 위에서 언급한 지식인 간의 소통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민난어: [...] 웬량은 지금 감옥에서 잡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관과 친하

신 것을 알고 있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설날 전에 웬량

을 감옥에서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동말: [...] 웬량은 감옥에 있어요. 형님의 말은 설날 전에 웬량을 구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상하이말: 그들은 웬량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설날 전에 구해 달라고요.

상하이말: 웬량은 언제 잡혔어? 나는 몰랐는데.

상하이말: 나는 몰랐어.

광동말: 웬량이 잡혀간 것 우리는 다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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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노래는 중일전쟁 때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여 불렸다. 중일전쟁이 시작한

1931년에 대만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인 상태였고, 일군과 같은 입장에 서야 했다. 사

실상 대부분 대만 사람들은 해당 노래에 대한 이해와 감정은 중국대륙 사람들과 다

르며 ‘망명’이라는 정서도 중국대륙 사람만큼 깊이 공감하지 못했다. (翁世航, 楊士範,

關鍵評論-特別報導-電影入迷：影像之外的其他故事, 「聽覺的歷史印刻：侯孝賢《悲情

城市》中的‘有源音樂’」, 2015.10.25. 검색날짜: 2022.1.17.

thenewslens.com/feature/film/23220)

그러나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지식인들은 이와 다르다. 히로에 등 대만의 지식인

들은 이 노래를 빌려서 조국(중국)으로 회귀한 것을 갈망하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또

한 이 부분에서 그들이 조국으로 회귀한 후에 대만 국민들이 새로운 행복한 삶을 얻

을 수 있다는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臺：[. ..]我們阿良現在被抓在牢裡。我知道你們跟機關比較熟，要拜託你

們，看看能不能過年前把他弄出來。

粵：[...] 阿良現在被抓進去了，大哥的意思，希望過年前把他弄出來。

沪：他們是說阿良的事情，希望過年前可以把他弄出來。

沪：阿良什麼時候被抓進去了？我不知道啊。

沪：我不知道。

粵：阿良被抓，我們都不知道。
73)

허우샤오시앤은 언어의 상통성을 사용하여 인물들 간의 현전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동시에도 언어의 불통성을 사용해서 현전의 부재적인 의미를

전달하였다. 위에서 전시된 지식인들과 달리 여기의 의사소통은 음성 언어

의 전화 불가능한 흔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음성언어로 대화하는 주체는

웬숑과 상하이파다. 그러나 양쪽이 가지는 언어(민난 방언과 상하이 방언)

는 직접적 소통의 불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제3자와 제3자의 언어, 즉 광

동 방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웬숑과 상하이파가 받는 정보는 상대방이 직

접적으로 전달하는 음성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그 의미를 포착해서 전화하고

상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의 주체인 원숑과 상하이파에게 남

기는 흔적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3자의 목소리다. 웬숑과 상하이파

의 말은 상대방에게 각각 단순한 소리인 뿐이며 아무 정보도 없고 능동적

으로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새소리를 듣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

한 (직접적인) 전유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상속불가능한 목소리는 주체가 능

동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제3자 없이 직접

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대상은 현전 속에서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에게는

늘 부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허우샤오시앤은 이러한 생생한 부재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만의 역사전환기 때 본성인과 외성인이 가지는 언어적

장애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점과 정체성의 차이를 기록

하였다. 이 부분은 앞에 언급한 지식인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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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1시간 15분 40초부터 1시간 16분 48초까지의 대

사.



지식인들의 언어 상통성과 함께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장면은 지식인들

이 대만의 현황에 대해 논의를 하는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웬칭과

히로미의 ‘부재’이다. 웬칭은 청각적 장애로 인해 현전인 부재를 지닌다. 웬

칭과 히로미는 지식인들의 현전인 목소리와 분리되어 문자로 또 다른 현전

적인 비-현전의 스토리를 서로 전달하였다.

히로미: 로렐라이, 독일명곡, 한 옛날의 전설이다. 라인강의 한 아름다운 요

괴는 암석에서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의 금발을 빗었다. 사공

들은 그녀의 노래에 빠져 암석에 배를 박아버렸다. 결국 배가 뒤집

어지고, 사람도 죽었다.

웬칭: 8살 전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양들이 우는 목소리를 기억

하고 있다. 자제극에서 나온 여자 역의 노래 곡조를 듣고 즐겁게 따

라서 했다. 서당의 훈장은 나를 보고 나중에 연극쟁이가 될 것이라고

욕을 했다.

8살 때 나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부상을 입었다. 그때 머리가 아팠고

크게 병에 걸렸다. 병이 다 나은 후에도 한 동안 걷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 청각을 잃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글로 적어서 나에

게 알려 주셨다. 당시에 나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것이 비참한

일인 줄 모르고 재미를 즐기고 있었다.

寬美：蘿蕾萊，德國名曲，一個古老的傳說。萊茵河畔的美麗女妖，坐在岩

石上唱歌，梳著她的金髮。船伕們迷醉在她的歌聲中而撞上岩礁，船

覆人亡。

文清：八歲以前有聲音，我記得羊叫。子弟戲旦角唱腔，喜學其身段，私塾

先生罵我將來是戲子。

八歲從樹上摔下跌傷頭疼，大病一場，病癒不能走路，一段時間，自

己不知已聾，是父親寫字告我。當年小孩子，也不知此事可悲，一樣

好玩。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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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43분 05초부터 45분 05초까지의 자막.



웬칭은 음악을 틀고 히로미에게 해당 곡의 이야기를 글을 통해 전달받

았다. 또 웬칭은 히로미에게 자신이 어떻게 소리를 잃었는지 알려주었다.

히로미가 언급한 사이렌의 이야기는 소리가 지니는 ‘들리는 위험’의 특성을

암시하였다. 사이렌의 이야기에서 소리를 들리는 사공들은 결국 파멸의 길

로 향하게 되었다. 현전 속에서 들리고 있는 소리는 현전인 것으로 간주되

는 동시에도 아직 아닌 곧 도래할 죽음의 지연이다. 그리하여 ‘소리로 인한

파멸(죽음)’이 현전으로 인한 부재로 간주된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웬칭

은 파멸, 혹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면제된 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웬칭은 소리에 부재하지만 실은 늘 현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스

티글러는 “문자기록은 독특한 방언들이나 공통체 형식들의 해체 효과를 가

져 오면서 전통적인 형식들을 파괴해 왔”다고 한 바 있다.75) <비정성시>에

서의 웬칭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형식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1945

년 이전의 대만은 표준중국어를 금지하며 일본어를 공식적 언어로 사용하는

동시에 객가 방언과 민난 방언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1945년 후의 대만은

일본어를 금지하며 표준중국어가 공식적 언어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 와중에 지식인들은 언어의 “이차적 망명(二度流亡)”을 겪었다.76) 즉,

지식인들은 언어의 변동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웬칭은 예외였다. 왜냐하면 웬칭은 목소리를 상실함으로써 이미 항

상 공통체의 부재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웬칭은 이미 항상

정치체제 및 음성언어시스템에서 제외된 주체이며 언어적이고 시간적인 초

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웬칭은 이미 항상 부

재인 상태로 드러나는 동시에 아직 아니며 곧 도래할 것에서 존재하는 것

이다.

또 한편으로는 백화문을 사용하는 사람과 달리 음성언어 능력이 상실된

웬칭의 글에서는 문어체(文語體)와 백화문체(白話文體)를 혼합하여 나타나

는 경향이 보인다. 과거에 속하는 문어체와 미래에 속하는 백화문체의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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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앞의 책, 149쪽.

76) 詹克霞, 「一段Chanson，幾許悲情：《悲情城市》解讀」, 2008, 2쪽.



은 웬칭을 유령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웬칭의 언어는 늘 과거와 미래를

겹치는 현전 속에서 부재와 존재의 겹치는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앞에서 언급한 장면들과 비교하면 지식인들은 서로의 현전 속에서의

존재이며, 웬숑과 상하이파는 서로의 부재로 간주된다면 웬칭은 늘 타자와

의 부재와 현전의 겹침을 지니는 유령이다. 이러한 유령성을 허우샤오시앤

은 언어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면들 외에 마지막 하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비정성시>에서

세 번이나 나타난 라디오 방송의 소리다. 라디오에서 천이가 사용한 언어는

저장 방언이다. 대만의 2⋅28사건과 계엄령, 그리고 백색테러는 아래 3가지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기록되었다. 첫 번째는 2⋅28사건의 시작

으로 간주된 ‘밀수담배 폭력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국민당 경찰의 야만성

이 보이며 대만 민중과 국민당 정부 간의 갈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대만동포 여러분, 27일, 어젯밤에 타이베이에서 밀수 담배 검사로 인해

실수로 인명상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미 밀수 담배로 인해 타인을 상해한 그 당사자를 법원으로 보내어 엄격한

처벌 및 적당한 형벌을 요청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위로금도 함께

보냈습니다.

台灣同胞，台北市在前一天晚上，二十七日夜裡，因查緝私煙誤傷了人命

。這件事，我已經處置了。查緝私煙誤傷人命的人，我已經交法院嚴格處

辦，處以適當的刑罰。一個被打傷的女人，傷勢並不重，但我已經為她治

療，並且給以安慰的錢。
77)

<비정성시>에서 보여주는 천이가 했던 두 번째 라디오 방송의 내용은

국민당 정부가 2⋅28사건에 대한 처리방법이다. 국민당 정부는 2⋅28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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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1시간 25분 10초부터 1시간 25분 51초까지의 라

디오 방송.



에 대해 처리하는 것의 ‘관대함’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대만동포 여러분, 이번 사건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어제 이미 라디오로 방

송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또

한 여러분은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최대

한 빨리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더욱 관대한

처리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1. 이

사건에 직접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모두 다 규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 분들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한 행동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

다. 2.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석방하겠습니다. 석방할

사람은 헌병부대로 보내며 보석이 없어도 그들의 아버지나 형 등 가족분이

오셔서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번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은,

공직인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본성인이든 외성인이든, 부상한 사람에게 치료

를 해주며 사망한 사람에게는 위로금을 보내겠습니다. 4. 이번 사건을 어떻

게 뒤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특

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많은 인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 정부직원,

참정원, 의정원이 외에도 각 분야의 인민 대표가 포함할 것입니다.

台灣同胞，關於這次事件的處置，我昨天已經廣播過，你們都應該聽到，

明白我的意思。我現在是為了安定人心，迅速恢復秩序，做更寬大的措施，

特別再宣布幾點處置辦法。一，凡事參加這次事件的人民，政府念其由於衝

動，缺乏理智，准予從寬一律不加追究。二，因參與這次事情，已經被憲警

拘捕的人員，准予釋放，均送憲兵部隊，由其父兄或家族領回，不必由鄰里

長保釋，以免手續麻煩。三，此次傷亡的人，不論公教人員與人民，不分本

省人與外省人，傷者給予治療，死者優於撫卹。四，這次事件如何善後，特

別設立委員會，這個委員會除政府人員，參政員，參議員等外，並追加各界

人民的代表，以便可容納多數人民的意見。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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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1시간 28분 25초부터 1시간 30분 01초까지의 라

디오 방송.



세 번째 라디오 방송의 내용은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에 대한 변명이다.

국민당 정부는 ‘법’을 준수하는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나 국민당에 반

항하는 ‘불법’한 ‘배신자’만 벌을 주겠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당은 스스로 자

신을 ‘정의(正義)’로운 자리에 두었다. 또한 국민당은 자신의 의지(意志)와

다른 자들을 ‘비-정의’한 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의’로운 세계에서 없애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대만동포, 저는 어제 임시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의 진심으

로 최대한 많은 착한 백성들에게 아래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포

한 계엄령은 완전히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간

인의 소문을 믿고 의혹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는 조금이라도 상해를 주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계엄령을 선

포한 이유는 극소수의 난당과 배신자를 대처하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을 하루빨리 없애지지 않으면 착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안정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台灣同胞，昨天我在宣佈臨時戒嚴。我此刻以十二萬分誠意，告訴最大多

數的善良百姓，我的宣佈戒嚴，完全是為了保護你們，你們千萬不要聽信奸

人的謠言，有點疑惑，有點恐慌。對於守法的百姓，絕不稍加傷害，你們千

萬放心。我之所以宣佈戒嚴，完全是為了對付極少數的亂黨叛徒，他們一天

不消滅，善良的同胞，一天不得安寧。
79)

허우샤오시앤은 1947년 2⋅28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국민당의 행정장관

겸 경비총사령인 천이가 실제로 하였던 방송을 가져와서 <비정성시>에 넣

었다.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는 라디오나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영화에서 삽입하는 기법은 리얼리즘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

나다. 예를 들면, 로우예(婁燁)의 <여름 궁전>(頤和園, 2006)은 1989년에

- 99 -

79)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1시간 30분 59초부터 1시간 31분 53초까지의 라

디오 방송.



베이징에서 일어난 6⋅4 천안문사태(天安門事態)를 기록하는 뉴스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화 속 인물들이 천안문사태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처

럼 더욱 진실하고 생생하게 만들었다. 빅터 카바코(Victor Cabaco)가 만든

<3월의 기억>(Vitoria, 3 de marzo, 2018)은 1976년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사건을 재현하였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된

라디오 방송은 실제 방송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비교연구하는

<박하사탕>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의 라디오 소리를 사용하는 장면이

보인다. 뉴스영상이나 라디오 방송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 시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리얼리즘 영화에서 그것을 ‘현전’과 결합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실

이 결합한 이중적인 결과물로 만들었다. 즉, 과거는 생생하게 ‘지금’인 것처

럼 보이며 미래로 지속한다. 요컨대 역사 사건 속에서 ‘발생한’ 삶과 죽음의

겹침인 상태로 존재하는 이러한 반복 가능한 ‘(비)현전’의 ‘유령’들은 리얼리

즘 영화에서 ‘만들어진’ 것과 함께 기록되며 재현된다.

위와 같은 측면과 더불어 <비정성시>에서 사용된 라디오 방송에서 흥미

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언어다. 천이는 중국 저장성 출신이기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저장 방언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만에서 본토 사람들이 사용하

는 민난 방언과 객가 방언과 다르며 대만 본토 사람들과 직접적 소통의 불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천이의 목

소리는 대만의 본성인의 부재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절의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웬칭, 웬숑, 그리고 상하이파들은 모두 부재와 현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웬칭은 소리의 상실로 인하여 늘 음성언어의 의사소통 속에서 부재한

다. 웬숑이 사용하는 민난 방언과 상하이파들이 사용하는 상하이 방언 간에

서 제3자(광동 방언)가 없으면 소통의 불가능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웬숑과

상하이파는 서로가 ‘공존의 부재’를 지닌다. 이와 달리, 웬칭의 글쓰기는 언

어의 초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전으로도 간주되며, 웬숑과 상하

이파 간에서 제3자의 개입이 서로의 현전성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천이의

라디오 방송은 폭력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어적인 부재를 지니면서 동시

에 강제적으로 현전화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천이는 ‘법’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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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차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타자에게 언어적 부재를 지님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부재된 언어는 타자의 현전에서 작용하며 항상 현전화된 것으

로 드러난다. 본고는 이것을 ‘부재인 현전의 폭력’이라고 부른다.

근대화의 과정을 기록하는 리얼리즘 영화인 <박하사탕>과 <비정성시>는

유령성을 지니는 작품이다. 서술적 측면에 있어서 두 작품은 모두 부재와

현전을 겹치게 하며 이러한 겹침의 가운데 유령이 출몰하는 ‘장(場)’을 지었

다. 유령이 출몰하는 ‘장’을 짓는 수단은 <박하사탕>에서의 플래시백과 <비

정성시>에서의 언어시스템이다. ‘장’에 있어서 비가시적인 유령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며 가시적과 비가시적의 겹침인 ‘(비)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유령은 리얼리즘 영화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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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전과 부재를 겹치게 하는 신체들의 유령성

앞의 제1장 제2절에서 첫 번째는 신체의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간으로 정의된 신체는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보았다.

본고에서 다루는 리얼리즘 영화들은 신체의 공간성을 이용하여

(비)가시적인 유령을 가시화시키며 기록한다. 이창동의 <박하사탕>은

시작과 종결의 장면에서 지리적으로 동일한 야유회의 공간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김영호의 신체라는 공간을 전시하였다. 앞 절에서 이러한 지리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공간을 ‘공간 속의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공간 속의 공간은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공간

속에서 무한하게 반복하며 지연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 속의 공간에서

죽음과 삶의 겹침인 유령이 생긴다. 두 번째로 리얼리즘 영화에서 시간과

공간의 유령을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스릴러 영화에서는 ‘유령’이 사라지지 않은 죽은 자의 출몰함으로 묘사되며

직관적으로 공포스러운 이미지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유령을

실체화시킴으로써 전시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령’은 이와

다르며 비-실체적인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유령’은 데리다의

‘차연’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 있어 동시에 점유할 수 없는 양극적인 성질을

동시에 점유하고, 늘 무한한 반복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차이가 생기며

지연되는 것이 ‘유령’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유령은

리얼리즘 영화에서 잘 포착될 수 있다. 이창동의 <박하사탕>은 반복적으로

나타난 김영호의 신체장애로 추상적인 유령을 구상(具象)적으로

기록하였다.

본 절은 ‘공간 속의 공간’과 신체장애로 가시화시킨 유령의 이러한 두

가지 시점을 바탕으로 앞 절에서 다루었던 <박하사탕>과 비교해서

<비정성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박하사탕>에서 나오는

‘야유회’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작은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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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체장애인 사이의 공통점을 주목할

것이다. <박하사탕>이 주인공인 김영호의 신체장애로 유령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비정성시>에서도 린씨 형제들의 신체장애를 통하여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유령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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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작은 상하이’라는 공간의 동시성:

‘2.28사건’에 대한 기록

<비정성시>는 린씨 대가족의 집이자 운영하는 식당인 ‘작은 상하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한다. 시작하는 부분에서 허우샤오시앤은 ‘작은 상하이’의 공

간 속에서 여러 소리를 들려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박하사탕>의 시작

장면에서 청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소리가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 영화

가 시작하는 장면은 일본 히로히토(裕仁) 천황이 <종전 조서(終戦の詔書)>

를 대독하는 라디오의 소리, 출산하는 여인이 고함을 치는 소리, 집 안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출산을 도와주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신생아가 우는

소리 등을 통하여 영화의 시대배경을 전시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고, 대만은 일본에

게 51년 동안의 식민 통치에서 광복됐다. 린웬숑은 팔두에 있는 여인과 아

들을 낳았다. 그 아이에게 ‘린광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日本天皇宣佈無條件投降，臺灣脫離日本統治五

十一年。林文雄在八斗的女人，生下一子，取名林光明。
80)

1949년 12월, 대륙이 함락됐다. 국민정부는 대만으로 옮겨갔고, 임시 수

도는 타이베이로 지정됐다.

一九四九年十二月，大陸易守。國民政府遷臺灣，定臨時首都於台北。
81)

위의 두 자막은 하나가 시작하는 장면이며 다른 하나가 종결하는 장면

에서 전시된 자막이다. 자막은 암흑 속에서 드러난 빛의 배경화면과 함께

전시된다. 빛은 ‘광명(光明)’이자 희망인 뜻이다. <박하사탕>에서 신세기(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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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3분 47초 때의 자막.

81)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2시간 35분 46초 때의 자막.



世紀)의 도래에 대해 기대하는 감정과 같이 <비정성시>도 시작하자마자 새

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광명’82)이라는 이름을 얻은 린씨 가족

의 신생아의 도래는 대만 사람들이 품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

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네덜란드 통치 시대(1624년~1662년), 스

페인 통치 시대(1626년~1642년), 중국 명나라의 정성공(鄭成功) 통치 시대

(1662년~1683년), 중국 청나라 통치 시대(1683년~1895년), 와 일본 식민

지 시대(1895년~1945년)를 겪었다. 오랫동안 겪었던 이러한 혼란스러운 피

-통치의 역사는 일본의 항복과 함께 끝났으며, 드디어 해방된 대만의 새로

운 시대가 시작된다. 허우샤오시앤은 린씨 가족의 운명을 빌려서 대만의 운

명을 상징적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새로 태어난 아들 린광명은 신생 대만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린씨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상하이’라는 식당이 가

지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는 대만 사람에게 대만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

미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새로운 시대를 기록하는 <비정성

시>의 첫 번째 자막은 앞의 절에서 논의한 특정한 사람이 말하거나 쓴 내

용의 전시가 아니라, <박하사탕>에서 나온 자막과 같이 아무런 주관성이 없

고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막’은 <비정

성시>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한다.

본 장의 앞 절에서 논의하였던 의사소통적인 자막과 달리 <비정성시>의

첫 번째 자막과 마지막 자막은 ‘발화자(발신자)불명’ 및 ‘대상자(수신자)불

명’의 공통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본 영화에서 전시되는 실시간적인 의사

소통적 역할을 가지는 자막과 달리 시작과 종결의 부분에 나타나는 자막은

동시간적인 시간성을 지니지 않으며, 즉흥적인(현전적이며 생생한) 소통하는

특징 역시 지니지 않는다. 또한, 위의 두 자막은 특정한 시간(‘1945년 8월

15일’과 ‘1949년 12월’)에 일어난 것에 대한 기록적인 기능을 지니며 <박하

사탕>에서 사용되는 자막과 같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서술한다.

이미 특정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은 영원히 과거인 것으로 보이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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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본 논문에서 인물의 이름은 모두 다 원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옮겼다. 단, ‘광명’의

경우, ‘光明’의 발음으로 번역한다면 ‘광밍’으로 써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빛’의 뜻

을 지니는 ‘광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원어 한자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 발생한 순서도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과

‘1949년 12월’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기에 현전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1945년’은 ‘1949년’보다 먼저 발생한다. 하지만 데리다가 말한 ‘차

연’의 개념을 빌려서 말하자면,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지나간 것이라도 결

코 순수한 과거가 아니다. 즉, ‘1945년 8월 15일’ 대만의 광복과 ‘1949년

12월’ (중국)대륙의 함락은 늘 현전 속에 들어와 있고 미래를 향하는 과정

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두 자막에 나온 시간과, 그 시간이 만들어 내거

나 그 시간을 담는 공간을 끊임없이 지연되면서 자신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시

간은 사후성과 유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원’과 ‘결과’를 구분하여

정의할 수가 없다.

1945년에 전시된 새로 개업한 ‘작은 상하이’와 1949년의 배경에서 보여

준 ‘작은 상하이’는 <박하사탕>의 ‘야유회’와 ‘소풍’에서 전시된 공간과 같은

(비)동일적인 공간이다. 작은 상하이는 린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

며 함께 생활하는 집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이 ‘작은 상하이’라는 공간은

이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린씨 현제들의 신체인 공간을 품고 있다. 따라서

한 과정으로서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린씨 형제들의 신체는 작은 상하이 속

으로 종속되며 ‘공간 속의 공간’으로써 존재한다. 시간의 차이성과 공간 속

의 공간의 차이성, 그리고 공간 속의 공간의 시간적인 차이성 등으로 인하

여 공간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비)동일적인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비

정성시>의 시작과 종결의 장면에서 전시되는 ‘1945년’이라는 기원과 ‘1949

년’이라는 결과, 혹은 ‘1949년’이라는 기원과 ‘1945년’이라는 결과는 같은

공간인 ‘작은 상하이’ 속의 신체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차이

와 지연을 통하여 늘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늘 새로운 차연이

끊임없이 생긴다. 허우샤오시앤과 이창동은 이러한 복합적인 공간성을 통하

여 근대화 속의 시간의 유령을 리얼리즘적으로 기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앞 절을 통해 <박하사탕>에서 전시된 야유회 속의 김영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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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공간 속의 공간’으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성시>에서 전시된

작은 상하이 속의 웬숑과 웬칭 등 린씨 형제의 신체도 ‘공간 속의 공간’임

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비정성시>의 시작과 종결은 <박하사탕>에서 묘

사된 장면들과 같이 ‘현전’과 ‘부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자막과

함께 전개된 시작과 종결의 반복적 요소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

결하는 장면에서는 시작하는 장면과 똑같이 린씨 가족들이 ‘작은 상하이’에

서 모여 있으며, 자막의 배경에서도 시작과 같이 빛이 나타난다. 시작장면

인 1945년부터 종결장면인 1949년까지 고작 4년이 흐르지만 린씨 가족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전락한다. 마치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광복된 대만 사람

들이 가지는 희망이 새로운 국민당 정권에 대한 절망으로 전락한 것과 같

다. 여기서 유령이 출몰한다. 리얼리즘적 영화기법을 통하여 유령을 기록하

고자 하는 허우샤오시앤은 한 고정된 가시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그 공간

속에서 드러난 시간들은 곧 근대화의 유령이다. 즉, ‘근대화’라는 비-가시적

인 과정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유령이 출몰하는 것이다. 또한 허구적

현전 속에서 비-현전적인 유령은 끊임없이 나타나며 ‘시간의 공간’을 가시

화시킨다. <비정성시>에서 보여주는 시작하는 장면과 종결하는 장면의 공간

성은 시간적 공간인 개념의 전시로 간주된다. 요컨대 허우샤오시앤은 그 공

간 속에 들어간 린씨 가족의 신체변화를 통하여 해당 시기에 대만 역사의

변화를 투영한다. 린씨 가족이 가지는 ‘작은 상하이’라는 고정된 공간은 대

만의 상징이며, ‘작은 상하이’ 안에서 생활하는 린씨 형제의 신체라는 ‘공간

속의 공간’의 변화과정은 대만 본토사람이 형성되는 과정의 투영이다.

<비정성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린씨 가족은 신생아를 얻으며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는 반면에 종결하는 부분에서는 몇몇 가족이 결석할(부재) 뿐

만 아니라 현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도 부재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허구적

인 현전 속에서 늘 지나간 것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에 ‘현전의 실체’, 혹은 ‘현전인 존재’에 대해 정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현전인 것은 항상 존재와 부재가 서로 겹치는 상태로 나타나

야 하며 <비정성시>에서 시작과 종결의 장면은 (비)동일적인 동일한 공간에

- 107 -



서 ‘부재의 현전’, ‘현전의 부재’, 그리고 ‘부재의 부재’인 것을 통하여 허구

적 현전인 유령성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인 현전 속의 허구적인

존재 및 부재는 또한 ‘공간 속의 공간의 결핍’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림9>

<그림10>

공간 속의 부재의 형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막내아들인 웬

칭의 신체라는 공간이 지니는 부재이다. 시작 장면에서 린씨 아버지는 첫째

아들인 웬숑에게 웬칭이 왜 없냐고 물어보나, 웬숑은 그가 바빠서 못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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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한다. 종결 부분에서는 히로미가 아쉬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삼촌

이 잡혀갔는데,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몰라”83)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작은 상하이 속에서 진행된 개업행사와 마지막 린씨 아버지와 형제가 식사

하는 장면에서 웬칭은 모두 결석하며, 두 부분이 지니는 공통점은 웬칭의

부재이다. 즉, 웬칭의 신체인 공간은 반복된 두 장면에서 모두 결핍의 공간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재는 공간 속의 공간의 부재인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부재’들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자가 ‘현

전의 부재’라고 하면 후자는 ‘부재의 부재’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

작하는 장면에서 결석한 웬칭은 웬칭으로 오염된 타자(웬숑)와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타자 속에 들어간 웬칭이 타자의 현전과 함께 ‘현전’으로 간주되

기 때문이다. 종결하는 장면에서 웬칭은 이러한 상호작용하는 타자(웬숑)까

지 함께 부재한다. 이런 타자의 결석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와 후자는 ‘현전

의 부재’와 ‘부재의 부재’라는 차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부재

이면서도 현전하고 있는 것이나, 후자는 부재로 인한 부재인 것이다. 물론

순수한 타자는 없음으로써 종결의 부분에도 웬숑이 아닌 다른 오염된 타자

(히로미나 아쉬에, 린씨 아버지 등)로 웬칭의 현전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 종결하는 부분의 타자가 품고 있는 웬칭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흔적인 뿐이지, 현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정확성’은

‘지(知)와 미지(未知)’인 것이다. “웽칭은 바빠서 못 온다”라는 것과 “잡혀갔

는데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모른다”라는 것은 지와 미지의 차이점을 나타낸

다. 즉, 신체는 비-실체적이고 비-확정적인 과정임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지’, 혹은 ‘앎’을 얻는 과정은 신체의 공간이 형성되며 오염되는 과

정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과정은 타자의 신체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거나

타자를 주체의 공간 속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웬칭의 ‘현전의 부재’와 ‘부재의 부재’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밖에 한 가지 부재의 형태가 더 있는데, 그것은 곧 ‘부재의 현전’이다. 백

색테러의 혼돈 와중에 잡혀가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에서 나온 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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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2시간 31분 50초 때의 내레이션.



은 곧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재의 현전’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

정성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린씨의 가족사진을 찍는 당시에 웬칭이 결석

한 것은 ‘현전의 부재’로 정의되는 반면에, 종결하는 부분에서 웬칭의 가족

사진에서 현전인 상태로 나타난 웬칭은 본고에서 ‘부재’로 간주하며 ‘부재의

현전’으로 정의된다.

<그림11>

<그림12>

히로미는 쉬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린 도망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84)라고 한다. 부재일 것이 정해진 웬칭은 ‘(미래)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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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외에도 ‘(현재)있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과거)있었어야 하는 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즉, 공간 속의 공간(신체)은 공간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대만의 역사적 혼돈 속에서 히로미와 웬칭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언

제도 어디서도 존재할 여지(공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마지막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웬칭의 존재는 유령성을 지니는

유령적인 존재로 간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때 웬칭은 눈에 보이는 형

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존재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웬칭은 존재하면서도 늘 자신의 사라짐을 품고 있고,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품고 있음으로써 늘 확정되지 않으며 존

재와 부재 간의 미끄러짐인 상태로 나타난다. 즉, 웬칭은 존재와 비존재(부

재)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비)존재적인 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

기서 가족사진에서 나오는 웬칭은 ‘현전의 부재’이다. 허우샤오시앤은 공간

과 공간 속의 공간 간의 여러 관계를 통하여 ‘현전의 부재’, ‘부재의 현전’,

또한 ‘부재의 부재’의 형태를 만들며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령성

을 기록하고 영화적으로 재현하였다.

요컨대, 각 장의 1절에서는 ‘리얼리즘 영화적 유령기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하사탕>은 플래시백 기법을 통하여 시간

의 사후적 구성에 대해 전시하며, <비정성시>에서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

하여 대만의 국가적 운명의 사후적 구성이 나타난다. 각 장 2절의 첫 부분

에서는 시작과 종결의 반복 속에 나타나는 공간적 유령성에 대해 살펴보았

다. <박하사탕>에서 시작과 종결의 장면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야유회’나

‘소풍’의 공간이 김영호의 신체인 공간 속에서 나타난 자신의 삶과 죽음의

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간주되듯이, <비정성시>에서 보여주는 ‘작은 상하

이’ 혹은 ‘가족사진’이라는 공간도 린씨 형제의 신체인 공간 속에서 이러한

현전과 부재의 틈을 생기게 하는 곳이다. 바꿔 말하자면, 본 절은 두 작품

에서 시작과 종결에 나타난 반복적인 공간과 그 공간 속의 공간의 재현이

곧 유령이 출몰하는 흔적을 보여주는 리얼리즘 영화적인 기록이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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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과 대만, 광주민주화운동과 2⋅28사건, 20세기 80년대와 20세기

40년대라는 공동적 개념 속에서 또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이창동과 허우

샤오시앤은 비슷한 리얼리즘적 영화기법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공간 속의 공간에서 출몰하는 근대화의 유령을 기록하며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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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린씨 형제들의 신체장애로 기록된 유령성

앞의 제1장 제2절에서 살펴본 영화 <박하사탕>은 신체장애를 통하여 신

체의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유령을 리얼리즘적으로 표현한다는 결론이 나왔

다. 본 절에서는 이와 비교해서 <비정성시>에서 기록된 신체장애로 나타나

는 유령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하사탕>은 김영호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입힌 다리의 상처에서 남기게 된 흔적이 윤순임의 놓침 및 그녀의 상실

과 함께 반복적으로 전시된다. 얼핏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김영호에게

살해를 당한 여고생의 유령이 김영호의 신체 공간 속에서 출몰하며 다리의

장애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건이 장애의 기원 같지만, 실은 허구

적인 현전 속에서 이미 항상 유령이 존재하고 있으며, 광주 사건은 이미 항

상 상실되고 있는 윤순임의 유령(상실)을 가시화시키는 한 효과일 뿐이다.

즉,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정한 역

사사건은 유령이 형성되는 기원이 결코 아니며, 역사사건은 이미 항상 시공

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유령을 전시하는 한 계기이자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유령의 기록은 신체의 공간을 통하여 가시화된다. 그리하여, 본고는

<박하사탕>과 <비정성시>를 다른 논문에서 정의된 ‘광주를 기록하는 영화’,

‘2⋅28사건을 기록하는 영화’로 보는 대신, ‘광주와 2⋅28사건을 남는 시간

과 공간의 유령을 기록하는 영화’로 본다.

<비정성시>에서는 <박하사탕>에서 보여주는 김영호의 다리장애와 달리

특정한 역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를 볼 수 없다. 린 씨 형제들이 각

자 가지는 신체장애는 더욱 복잡해 보인다. 첫째 아들인 웬숑은 뚜렷한 장

애가 없으나, 상하이파와의 싸움 와중에 목숨을 잃게 된다. 이것은 신체의

철저한 파괴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아들인 웬롱의 존재 형태 자체는 유령

의 직접적인 전시다. 의사였던 웬롱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의관으로

루손섬(Luzon)에 출정하고 소식이 끊긴다. 사라진 웬롱은 살아 있는지 죽었

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혼동인 미지(未知)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비가시적인 웬롱의 신체는 린 씨 가족에게 현전적이지 않다. 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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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였던 공간인 그의 진료소에 부재(비가시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의 아내는 늘 미래에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다. 히로미는

일기에서 이에 대해 “형수 혼자만 아직도 매일매일 진료소를 깨끗이 정리하

고 있다. 주사기와 바늘을 아직도 매일매일 소독시키고 있다. 그녀는 둘째

형이 꼭 평안하게 살고 있으며 나중에 어느 날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형이 돌아오자마자, 옛날과 같이 사람들에게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놓고, 그리고 레코드를 듣고, 베토벤도 들을 것이다.

(每天都把診所整理得乾乾淨淨。針筒，針頭，每天都會拿去消毒。只有她相

信，二哥一定還平平安安的活著，有一天會回來。一回來，就跟以前一樣，

開始替人看病，開藥，打針，聽唱片，聽貝多芬。)”85)라고 기록한다. 웬롱

의 아내는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한 믿음을 현재의 시간 속과 함께 작동한

다. 즉, 그녀는 웬롱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유령과 함께 존재하는 효과라 할 수 있

다. 웬롱의 신체는 현전 속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며, 삶과 죽음의 겹침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된 하나의 ‘장애’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목숨이

상실된 웬숑과 사라진 웬롱과 웬칭의 신체를 모두 ‘장애’로 본다. 그 다음은

린 씨의 셋째 형제인 웬량이다. 웬량은 두 번의 장애를 겪었다. 웬량의 첫

번째 장애는 2차 세계대전 때 상하이로 가서 일본군의 통역을 한 적이 있

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국민당 정부에게 매국노로 판정을 받아 고문을

당하며 입은 정신적 장애이다. 그 후에 치료를 받으며 웬량의 정신장애 증

상이 잠시 사라진다. 그러나 얼마 후에 상하이파의 모함으로 인해 그는 또

다시 매국노의 죄명으로 정부에게 잡혀가며 고문을 당한 후에 두 번째로

정신과 신체의 장애를 입는다. <비정성시>에서 보여주는 웬량의 두 번째 장

애는 첫 번째 장애의 필연적인 반복이다. 즉, 두 번째의 고문으로 새로운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는 비가시적인 장애가

다시 가시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웬량의 신체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장애(유령의 출몰)는 사라지지 않은 (비)현전적인 시간적인 산물이기 때문이

- 114 -

85) 허우샤오시앤, 영화 <비정성시>, 1시간 5분 29초 때의 내레이션.



다.

<비정성시>에서 보여주는 린 씨의 막네 아들인 웬칭은 복합적인 장애의

집합체이다. 우선, 웬칭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는 어

린 나이 때 나무에서 떨어지며 부상이 되어서 청각과 음성언어 능력이 동

시에 상실되었다. 그때 경극을 보고 따라서 부르던 웬칭에게 ‘나중에 연극

쟁이가 될 것’이라고 했던 서당 선생의 말은 청각과 언어능력의 상실인 신

체장애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또한, 나중에 대만 광복 후에 청각장애인

인 웬칭은 모든 음성언어에서 제외되는 동시에도 모든 방언(동일적인 문자

언어)에서 현전적인 위치에 있다는 풍자적인 경지에 이른다. ‘연극쟁이’와

‘농아’, ‘제외됨’과 ‘현전’의 대조적인 두 가지 형태는 동시에 웬칭의 신체

속에서 작동된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현상은 유령성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서 웬칭의 두 번째 신체장애는 웬롱과 똑같이 생사불명(生死

不明), 또는 사라지는 동시에도 사라지지 않은 존재가 된다. 즉, 2⋅28사건

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웬칭은 결국 어디로 잡혀가는지, 아직 살아

있는지 이미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웬롱처럼 삶과 죽음이 겹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웬칭과 웬롱과의 다른 점은 사진이다. 즉, <비정성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웬롱은 사라짐으로써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적

이 없으나,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과 달리 웬칭은 마지막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

이다. 다시 말하자면, 웬칭의 사라진 신체는 사라지지 않은 생생함인 형태

로 허구적인 현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된 (비)장애적인 신

체의 공간에서 유령을 기록하고 있다.

린 씨 형제들은 결국 모두 다 신체의 파괴를 겪는다. <박하사탕>의 김

영호의 신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의 현상과 달리, <비정성시>의

린 씨 형제는 영속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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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근대화 관련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으로 인정을

받는 이창동의 <박하사탕>(2000)과 허우샤오시앤의 <비정성시>(1989) 에

나타난 시공간적 유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두 작품은 한국과 대만

이 가까운 두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상흔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오염된 것 이면에 시간과 공간의 리얼리즘적 유령을 기록하였다는 공

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두 작품에 나타난 역

사적 트라우마의 정신분석적 측면을 다루었거나, 리얼리즘 영화로서 두 작

품의 영화사(史)적 의미, 혹은 영화 서사적 의미를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

러나 본고는 단순히 광주민주화운동과 2⋅28사건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근거해 두 작품을 읽어낸 대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유령적 리얼리즘의 영

화이자 존재와 부재의 겹침을 비롯한 유령성이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로서

논증을 전개하였다.

특히 본고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리얼리즘

적 유령기록’의 관점에 근거하여 두 작품을 읽어내고자 했다. 그 결과 형식

과 내용 모두에서 특정한 ‘차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두 작품으로부터

‘차연’을 영화적 기법을 통해 가시화한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시공간적 개념을 비롯한 ‘유령’이 출몰하게 된 까닭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혹은 상처 때문이 아닌 시간과 공간 자체의 특성

에서 비롯되었다. 리얼리즘 영화인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서 그러한

공간은 특히 신체를 통해 유령을 기록한다.

먼저 <박하사탕>에서는 시간의 사후성을 구현한 플래시백 영화 기법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영화의 시작과 종결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조명된 공

간인 ‘야유회’가 지니는 시공간의 다중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공간으로

간주된 신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첫째는 공간

속의 공간(신체)이 지니는 삶과 죽음의 분리 불가능성에 대해서이며,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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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령의 출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리얼리즘적

영화기록 기법에 대해서이다.

이어 <비정성시>에서도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첫째는

리얼리즘적 영화기법에 대해서이며, 둘째는 반복된 공간과 신체의 공간 개

념을 비롯한 유령 출몰에 대해서이다. 본고에서 <박하사탕>이 플래시백 기

법을 활용하여 시간의 사후적 구성을 보여주는 영화임을 읽어냈다면, <비정

성시>는 음성언어(내레이션)와 문자언어(자막), 그리고 각종 방언의 혼용을

통하여 허구적 현전의 유령적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임을 읽어냈다. 이 장의

다음 절에서도 역시 앞서 논의한 <박하사탕>과 같이 신체의 공간적 개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하였는데, 첫째로 영화 자체, 영화 속의 린 씨

가족, 또한 대만 역사전환기의 시작이자 종결인 ‘작은 상하이’라는 공간 속

에 존재하는 린 씨 형제들의 신체가 지니는 현전과 부재의 중첩으로써의

유령성에 대해서이며, 둘째는 린 씨 형제들의 신체적 장애를 통하여 표현된

차연적인 유령기록에 대해서이다.

요컨대, 본고는 데리다의 ‘차연’을 의미하는 시공간적 개념 ‘유령’을 바

탕으로 <박하사탕>과 <비정성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유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리얼리즘 영화가 이러한 비-가시적인 유령성을 가시화

한 방식과 기록을 읽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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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研究電影時空間中展現的

“現實主義幽靈記錄”

-以李滄東的《薄荷糖》，侯孝賢的《悲情城市》爲例-

薄 媚

比較文學專攻

首爾大學 研究生院

德里達在《馬克思的幽靈 Specters of Marx》裡第一次將“幽靈 haunt”

和“存在論 ontology”合併，創造出“幽靈論 hauntology”一詞。德里達借此

表達了“幽靈”與“存在”二者之間不可割離的內在關係。“幽靈論”是指已經過

去的某種“類似於幽靈的”存在，再次浮現在“現前”之中，並與“現前”共存的

現象。對於德里達所說的“幽靈論”，我們可以在“虛構的時間”之中尋找到其

意義。即，我們永遠無法將“存在(生)和不在(死)”，“現在存在”和“曾經存在”

以及“將會存在”，或是“時間自身”等等進行簡單的二分法式的意義賦予，這

種事實其本身便是這裡所說的“幽靈”。在虛構的時間之中，與時間本身對視

的瞬間，則是直面幽靈的瞬間。總而言之，幽靈存在於時間的間隙之中，即

存在於我們無法用任何方式進行意義賦予的存在與不在的間隙之中。進一步

來說，時間與空間也存在著不可割離的關係，因為時間自身在永不停歇地創

造著空間。“幽靈的出沒”便是“時間的空間創造”的具體的體現。在時間和空

間的間隙之中反覆出沒的“某物”，便是本論文的核心概念之“幽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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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此論點為基礎，本論文以“幽靈”為關鍵詞，研究分析了現實主義電影中

紀錄的時間與空間的幽靈性。本論文選擇了現實主義電影的代表作——李滄

東的《薄荷糖》(2000)和侯孝賢的《悲情城市》(1989)為分析對象進行了比較研

究。在這兩個作品中，都記錄了近代化過程中所產生的歷史性傷痕對個人的

人生所帶來的污染，在此視角之中，筆者將這兩部作品視作為記錄“現實主義

幽靈”的代表作。同時，在這兩部作品當中，無論是從形式上，還是從內容

上，都包含著“差延 différance”的意義，並將“差延”進行了可視化的詮釋。

但，在時間與空間的概念上，筆者並非認為“幽靈的出沒”，是起源於近代化

過程中的特殊歷史事件及其造成的傷痕，而是將時間與空間本身的特性視為

了幽靈的出沒。此處所說的“空間”，在《薄荷糖》與《悲情城市》之中，特別是

指身體的空間。兩部作品將身體空間化，並且利用空間化後的身體進行了幽

靈的記錄。

首先，在《薄荷糖》的研究當中，本論文關注到了倒敘手法，筆者將《薄荷

糖》中使用的特殊的倒敘手法視為對“事後性”的體現。接著對《薄荷糖》開始

與終結的兩個場面中所展示的相同的空間(野遊會)進行了分析。最後研究了

空間化的身體，即，金永浩的身體空間在無法分割生與死的狀態下，其中出

沒的幽靈現象。在對於《悲情城市》的研究中也從類似的出發點進行了分析。

在電影手法方面，《悲情城市》採用了語言的混用(文字語言與聲音語言)形式

。在幽靈的可視化記錄方面，《悲情城市》在開始與結束的場面中反覆出現了

“小上海”的空間，以及林氏四兄弟的身體空間裡保有的障礙。

本論文以德里達的“差延”概念中所意義化的時空間概念中的“幽靈”為基

礎，對《薄荷糖》與《悲情城市》中所記錄的時間和空間的幽靈性進行了研究。

同時，本論文分析了現實主義電影中對於非可視性的幽靈可視化的方式與記

錄。

關鍵詞：德里達，幽靈，差延，現實主義電影，李滄東，侯孝賢，《薄荷

糖》，《悲情城市》

學 號：2020-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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