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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젊음과 늙음 사이에서
장아이링(張愛玲, 1920~1995)의 소설을 채우고 있는 것은 불온한 정
염의 공기다. 그녀의 소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염에 휩싸인 여성이 등
장하며, 이들은 마치 예정된 것처럼 그 정염에 굴복한다. 발을 내딛는 순
간 즉각 호흡하게 되는 이 공기와 달리, 장아이링 소설 세계에는 쉽게 탐
지되지 않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쌍처럼 마주 보고
서 있는 두 여인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여인은 유사(類似) ‘어머
니와 딸’의 구도하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운명을 반복한다. 한 쪽이 지난
정염의 시간을 되풀이해 회상하거나 여전히 그것을 붙잡기 위한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한 쪽은 이제 막 그 정염의 속성을 체험하는 동시
에 그 본질을 자각하고 있다. 장아이링 소설에서 이 두 여인은 다양한 형
상으로 분열된 채 서로를 모방하거나 서로에게 저항하며, 이들의 혼재된
목소리가 소설의 기저에서 메아리치며 ‘사랑의 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비교문학 전공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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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 대 중반의 장아이링이 쓴 첫 번째 소설집 《전기(傳奇)》.2) 이 책에
수록된 단편 <심경(心經)〉은 이러한 두 여인의 관계를 가족의 구도를 차
용해 인상적으로 예각화하고 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펑이
(峰儀)는 스무 살 생일을 맞이한 딸 샤오한(許小寒)에게 다음과 같은 이
야기를 전해준다. “네가 태어났을 때 점쟁이가 말하기를 네가 어머니를
이길 것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너를 셋째 숙모에게 양녀로 보내려고 했었
지만 네 엄마가 차마 그렇게 하질 못했단다.”3) 아버지 펑이의 사랑은 아
내에서 딸에게로, 그리고 다시 딸의 친구에게로 차례로 옮겨간다. 이러한
그의 사랑의 방식은 대상을 타고 넘어 끝없이 뻗어나간다는 점에서 ‘등나
무’의 형상에 비유되고 있다.4)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운데 두고
딸의 젊음과 어머니의 늙음이 대조를 이룬다. 어머니를 제치고 아버지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딸의 히스테리적인 광기가 이 소설, 더 나아가
서는 장아이링 소설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주요한 정조 중 하나이다.5)
2) 장아이링(張愛玲)의 소설집 《전기(傳奇)》는 1944년 8월 15일 상하이의 잡지 월간사(月刊
社)에서 출간되어 사흘 만에 매진된다. 초판 발행 당시 《전기》에는 <황금 족쇄(金鎖記)>,
<경성지련(傾城之戀>, <재스민 차(茉莉香片)>, <첫 번째 향로(沈香屑 第一爐香)>, <두 번
째 향로(沈香屑 第二爐香)>, <유리기와(珫璃瓦)>, <심경(心經)>, <젊었을 때(靑年的時
候)>, <꽃이 지다(花凋)>, <봉쇄(封鎖)> 등 1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1946년 11월
상하이의 산하도서공사(山河圖書公司)에서 <남은 마음(留情)>, <난새의 경사(鴻鸞禧)>,
<붉은 장미와 흰 장미(紅玫瑰與白玫瑰)>, <기다림(等)>, <아샤오의 슬픔(桂花蒸 阿小悲
秋)> 등을 추가하여 증정본을 출판하였고, 1954년 홍콩의 천풍서국에서 이를 다시 《장아
이링 단편소설집(長愛玲短篇小說集)》으로 출간하였다. 《전기(傳奇)》의 한국어 번역본은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한 《첫 번째 향로》, 《경성지련》이라는 제목의 두 권의 책에 나뉘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장아이링, <심경>, 《첫 번째 향로》,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230쪽.
4) 위의 책, 241쪽.
5) 장아이링 소설의 ‘정염’에 주목한 논의로 백영길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백영길은 장아이
링 소설에서 정욕이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제이자 자아 찾기의 좌절과 절망
을 확인시켜 주는 요소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결국 관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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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라는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대
상의 자리를 점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히스테리적 주체의 모습은 수천
년의 역사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온 여성의 이미지다. 비록 여성의 현
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장아이링 소설 속 여성들은 여전
히 남성의 권력구조에 편입되기를 원하거나 그 권력구조를 모방하는 주
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6) 이러한 비판에서 특히 강조되
는 것이 딸에게 가학적이거나 그들의 성을 착취하면서 딸로 하여금 자신
의 운명을 반복하게 하는 잔인한 어머니의 형상이다.7) 이 어머니의 형상
도덕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던 자아를 잠재적인 욕망의 심연 속에 이끌어 들임으로써 자신
은 물론 타자까지 파별시킨다는 점에서, 정욕은 궁극적으로 장아이링 소설에서 비극적 계
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白永吉, <張愛玲 小說의 情欲과 虛無意識>, 《東亞文化》 第34輯, 東
亞文化硏究所, 1996, 42쪽 참조.
6) 김순진, <장애령 소설에서 보이는 여성의식>, 《중국어문논역학회》, 1999, 18~24쪽 참조.
7) 장아이링은 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자기희생적 모성애는
미덕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미덕은 동물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이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똑같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으니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본능적 자애로움은
단지 동물적인 선함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지 않다.”(장아이
링, <사람을 만드는 것(造人), 《상하이에서 온 여인》, 이종철 옮김, 학고방, 2015) 장아이링
소설에 드러나는 모성의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의 역시 대체적으로 ‘부정적 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 논의를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1. 张爱玲母性意识的深层解
读-王新梅(烟台职业学院: 山东 烟台)장아이링은 딸의 희생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
는 어두운 모성의 세계를 그린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억압을 받았으며,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이 가부장제에서 규정해 준 모성에 대한 거부로
드러난다. 2. 张爱玲母爱缺失性体验及其作品中的颠覆性母亲形象-缪爱芳(宁德职业技术学
院公共基础部) 장아이링 소설에서는 ‘악한 어머니’ 형상이 서사의 막을 여는데, 이는 실제
장아이링의 전기적 사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장아이링 소설의 모성은 쓸쓸하고 황량하
며, 어머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딸을 이용한다. 3. 张爱玲小说对“母性神话”的
解构-(李颖慧: 河南鹤壁职业技术学院) 자기희생적 모성애가 짐승의 본능에 불과하다는
장아이링 본인의 언술에서도 알 수 있듯, 장아이링에게 있어 인간의 본능은 자기보존을
우선시 하는 것이며 어머니와 딸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장아이링은 인간의 고독과 이기
적인 모습을 그린다. 4. 母爱的缺失—张爱玲小说世界的“审母”情结(陈坤: 白城师范学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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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애와 모성애 관계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한 설명
이 동원되어 왔다. 이때 중요해지는 것은 장아이링 소설 속 여성이 어머
니가 되는 과정에서 겪은 억압과 상처이다. 이 어머니들은 이성애 관계를
온전히 맺는 데 실패한 채로 가부장 사회에서 ‘딸-며느리’의 삶을 살아
가다가 어머니가 되어서야 비로소 권력을 부여받게 되었고, 불행했던 자
신의 삶에 대한 보상심리로 가학적이고 이기적인 모성을 보여주게 된다
고 해석되어 왔다.8)
그런데 이처럼 ‘어머니’와 ‘딸’의 연대를 세심히 구분하는 역사적 관점
에서 한 발 물러나, ‘어머니와 딸’을 한 여성 주체 내면의 분열된 형상들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어머니’가 ‘딸’을 향해 가하는 가학적 폭력
은 혼란스러운 주체의 자기 처벌이 되지 않는가? 또한 불행했던 자신의
운명을 ‘딸’로 하여금 정염의 시작점에서 다시 반복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신분석적 ‘반복충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 글의 목적은 장아이링의 대표작들이 수록된 소설집 《전기(傳奇)》에
드러나는 여성인물의 분열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아이링 소설 속 여성인물들을 히스테리적 주체라 가정하고,9) 장아이링
文系) 장아이링의 소설은 기존의 모성애 신화를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 논문 조사
및 정리: 송향경(서울대 협동과정 비교문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8) 강승미, <장애령 소설의 문학적 특징 연구: 여성의식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342쪽.
9) 장아이링의 여성 인물을 히스테리적 주체로 간주한 기존의 논의 중 임우경의 논문은 주목
할 만하다. 그녀는 《전기(傳記)》의 증정판 표지그림에 등장하는 현대인의 형상(이 글의 2
장에 삽입된 그림과 논의 참조)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경계 바깥
의 주체가 ‘히스테리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히스테리적 주체’는 “표면적으로
는 남성의 법에 순종하는 듯하면서도 오어법을 통해 그 법 자체를 비트는 가면의 전략”을
취하며, “남성의 언어로 남성의 질서를 바꿔 쓴다는 점에서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 주장
의 핵심이다(임우경, <여성의 시간, 서사 그리고 민족>, 《중국현대문학》 제55호, 2010).
김홍월 역시 장아이링의 여성 주체를 히스테리적 주체라 간주한다. 김홍월은 <황금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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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세계의 분열을 여성인물 내면의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이 인물들의 분열이 ‘어머니’의 축과 ‘딸’의 축 사이의 길항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밝혀야 할 전제가 있다. 장아이링
소설에서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의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유사한 관계들을 변형시킨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이다. 이와 같은 함축적 모녀 관계 속에서 보자면, ‘어머니’의 축의 주체들
은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히스테리적 광기의 주체이며, ‘딸’
의 축의 주체들은 앞서의 ‘어머니들’의 내면이 만들어낸 ‘거울 쌍들’이다.
이들은 어머니의 환각 속에서 그녀의 복본(複本)으로서 호출된다.
그렇다면 장아이링은 왜 ‘어머니’의 삶과 유사한 또 한 번의 삶을 ‘딸’을
통해 펼쳐내는 것일까? 장아이링의 소설 세계에서는 하나의 평면 위에
‘어머니의 시간’과 ‘딸의 시간’,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한다. 그녀의 작품 세
계를 사그라지는 격정의 불꽃, 혹은 뜨거운 욕망이 얼음처럼 차가운 거울
에 반사되는 신화적 세계에 비유했던 루쉰과 리어우판의 통찰에 기대
어,10) 이 글에서는 이 두 개의 시간을 ‘아편의 시간’, ‘재의 시간’이라 명명
하고자 한다. 이 두 개의 시간의 고유한 작동 원리와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의 여주인공 치차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치챠오의 병리적 히스테리가 가부장
제가 요구하는 여성 윤리나 모성에 대한 반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김홍월, <최정
희와 장아이링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여성형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15, 2장 2-1절). 이 글에서는 장아이링의 여성 인물들이 ‘히스테리적
주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받아들이되, 히스테리적 주체의 전복성이 아닌 ‘히스테리적 욕망
의 방식’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10) 리어우판, <장아이링-함락된 도시가 맺어 준 사랑>, 《상하이모던》, 장동천 외 옮김, 고
려대학교출판부, 2011,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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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열의 ‘거울 쌍들’
여기, 만청(晩淸) 때의 시녀도(侍
女圖) 하나가 있다. 장아이링은 자
신의 동료 옌잉(炎櫻)이 그린 이 그
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1)
“거기에는 한 여인이 유유하게 골
패놀이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유모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다. 저
녁식사를 마친 후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집안 풍경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귀신처럼, 난간 밖에
는 비례가 맞지 않는 사람형상이 불
쑥 솟아 있다. 현대인인 그는 호기
심에 가득 찬 눈으로 열심히 방 안을 엿보고 있다. 만약 이 그림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의도했던 분위기다.”
이제까지 《전기(傳奇)》의 증정판 표지인 이 그림을 중심으로 장아이링
소설의 기묘한 대립구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처음으로 이 표지
에 주목한 연구자 양이(楊義)는 이 시녀도가 “장아이링 소설 세계의 정조,
색채, 분위기를 보여주는 비할 데 없는 상징”이라고 평한다. 또한 이 그림
에서는 “고와 금, 인간과 귀신, 세공과 속사, 화려한 성장과 맨몸 이미지
등이 기괴한 대비를 이루면서 동서고금이 공존하고 있던 1940년대 상하
이라는 기형적 생존공간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12)
11) 張愛玲, <有幾句話同讀者說>, 《張愛玲評說六十年》, 中國華僑出版社, 2001, 120쪽. 홍석
표, 《중국현대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44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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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공존’이라는 것은 장아이링의 소설 세계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
이다. 장아이링의 소설집 《전기(傳奇)》가 발표된 1940년대 초반의 상하
이와 홍콩은 봉건적 전통과 자본주의가 기묘하게 혼재된 공간이었다. 그
러므로 실질적 종법제도가 붕괴되고 근대적 자아의식은 아직 미성숙했던
전환기적 문화로부터 장아이링 소설 세계 속 기형적 가족 구조의 기원을
읽는 독법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독법에 따르면 인륜적 유대나 정서적
동질성을 상실한 채 근친상간의 금기마저 깨뜨리는 장아이링 소설 속 비
정상적 가족관계는 이러한 기형적 시대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13)
실제로 상하이 조계(租界)에 자리한 명문 세도가였던 장아이링의 집안
은 당대 신구 문화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몰락해가는 봉건귀
족 가문의 지식인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격변기 속에서 청 왕조의 관리
가 되고자 했던 꿈을 잃은 채 타락한다. 고위 관리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신여성을 꿈꾸며 가정을 버린다.14) 이처럼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장아이링의 정신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것은 ‘어머니’
의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녀에게 어머니는 단지 생모 한
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아이링의 생애에는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있었다. 중국의 1세대 신
여성이자 장아이링의 생모였던 황쑤치웅(黃素琼)은 네 살의 장아이링을
남겨두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15) 이혼을 감행한 황쑤치웅을 대신하
12) 楊義, <張愛玲: 洋場社會的侍女畫家>, 《中國現代小說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임우경, <여성의 시간, 서사 그리고 민족>, 《중국현대문학》, 2010, 11쪽에서 재인용. 《전
기(傳奇)》의 증정판 표지그림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이 논문의 11~16쪽 참조.
13) 白永吉, <張愛玲 小說의 情欲과 虛無意識>, 《동아문화》 第34輯, 1996, 29~53쪽 참조.
14) 김순진, <석양의 사막에서 피어난 가시 꽃 한 송이-장아이링과 그의 작품>, 《첫 번째
향로》, 문학과지성사, 2005, 346~347쪽 참조.
15) 황쑤치웅은 영문 이름을 Ivonne라고 짓고 중문이름도 황이판(黃逸梵)으로 개명한 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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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버지의 애인이 되었던 라오바(老八)는 장아이링으로 하여금 향락과
아편의 세계를 엿보게 한다. 이들 외에도, 아버지로부터 반년 간 감금 ·
폭행당하도록 부추겼던 계모 순융판(孫用蕃)이나 한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던 고모 장마오위안(張茂淵) 역시 장아이링에게는 ‘어머니’의 다른
이름이다.16) 이러한 여러 ‘어머니들’의 모습은 장아이링의 작품들 속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식교육을 받았지만 보수적인 집
안의 질서에 의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던 <재스민 차>의 펑 비뤄가
장아이링의 생모를 연상시킨다면, 화려한 사교계에 몸담은 채 향락과 사
치를 즐기는 <첫 번째 향로>의 량 부인이나 <남은 감정>의 양 부인은 부
친의 애인 라오바를 떠올리게 한다. 또 가학적으로 딸을 질투하고 모함하
는 <황금 족쇄>의 치챠오나 동생을 집안에 감금하고 모략을 꾸미는 《반
생연》의 만루에게서는 계모 순융판의 모습이 엿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아니다. 작가가 인연을 맺었던 실존 인물들을 작품 속
등장인물들에 1:1로 대입하겠다는 발상은 장아이링 텍스트의 기형성과
복잡성을 생각해 본다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일 수 있다. 《전기(傳奇)》의
증정판 표지그림에서 전통적 여인과 현대적 유령이라는 두 개의 개체로
나뉘어 표현됐던 대립적 요소들은 장아이링 작품 속 인물의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고 분열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장아이링 소설에서 인물들
간의 내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장아이링의
대표작인 <황금 족쇄>와 <재스민 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황금
학을 떠나 중국의 제1세대 노라가 된다.
16) 강승미, <장애령 소설의 문학적 특징 연구: 여성의식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2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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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의 유약한 딸 창안은 그녀의 어머니 치챠오와 기원 없는 추억을 공
유하고 있으며, <재스민 차>의 병약한 청년 촨칭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은 그의 어머니 펑 비뤄의 내면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인물 내면
경계의 모호함이라는 특징을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래’와 ‘백일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장아이링의 중편소설 <황금 족쇄(金鎖記)>의 주인공은 가난한 기름집
딸로 태어나, 골암을 앓고 있는 부잣집 둘째 도련님에게 시집을 간 치챠
오(七巧)이다. 실상 그녀가 좋아했던 사람은 셋째 도련님 지앙 지쩌(姜季
澤)이지만, 목적이 돈인지 애정인지 불분명한 채로 그녀 곁을 맴도는 이
바람둥이 탕아에게 사랑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었던 치챠오는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반평생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넘겨받게 된 그녀는 한 줌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 대가
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편에 탐닉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아편에 탐닉하는 시점과 동시에 딸 창안(長安)의 이
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이다.
서사의 표면만을 따라간다면 치챠오와 딸 창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자신의 비정상적이었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어머니
는 딸의 정상적인 사랑을 방해하게 되며, 사랑에 실패한 딸 역시 결국 어
머니와 같이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텍스트의 전면에 드러
나는 이러한 서술 뒤에는 다소 애매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창안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시점에서 그녀의 나이는 열네 살, 이제
갓 서양식 여중학교에 입학한 소녀이다. 그녀에게는 회상해야 할 사랑의
추억이 없다. 그저 사소한 일로 학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어머니가
부끄럽고,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워 학교를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싶은 소심한 소녀에 불과하다. 정염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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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는 소녀가 한밤중에 눈을 떠 <아주 오래 전에(Long Long
Ago)>라는 제목의 노래를 읊조리는데, 이 곡은 훗날 자신이 어머니와 똑
같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치 예언이 완성되듯 다시 한번
반복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딸의 회상과 어머니의 회상이 거의 유사한
리듬으로 겹쳐지며, 창안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을 이 노래가 실은 두 사
람 모두의 정서를 압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쩌가 갔다. 신 매실탕이 탁자를 따라 느릿느릿한 밤의 시간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아래로 떨어졌다. 한 방울, 한 방울 ⋯ 일경, 이경 ⋯ 일 년, 백년. 정말
길다. 이 적막한 찰나의 순간이. ⋯ 모두 귀신이다. 몇 년 전의 귀신, 몇 년 후의
환생하지 않은 귀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다. 치챠오는 현실과의 관계를 상실했다. (<황금 족쇄>, 치챠오)17)

정원은 깊은 가을 속에서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빛을 쪼이며 잘 익은
과일처럼 아래로 늘어지고 늘어져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창안은 어렴풋이 떠
듬떠듬거리며 ‘Long, Long Ago’를 부는 하모니카 소리를 들었다. ‘내게 그 이
야기를 해줘요, 지난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현재의 이 순간도 순식간에 아주 오래전으로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 스팡은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몸을 돌려 가버
렸다. 창안은 자신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 태양 속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분명하고 친근하지만 간섭할 능력 없이 높은 누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뜰, 나무,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운 두 사람, 말이 없었다. 많지 않은
추억을 수정 병 속에 채워 양손으로 받치고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첫
사랑이 최후의 사랑이 되었다. (<황금 족쇄>, 창안)18)

17) 장아이링, <황금 족쇄>, 《경성지련》,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 244~245쪽.
18) 위의 책,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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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챠오와 창안의 회상 장면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쩌가 떠
나듯, 창안의 연인 스팡이 떠난다. 시간이 흘렀거나 혹은 흐를 것이다.
현실과의 관계는 결국 끊어지고, 이들은 지난 기억만을 낯설게 되풀이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정서적 유사성을 토대로 볼 때
이 소설은 단순히 어머니가 딸을 질투하거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이야기
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내면이 뚜렷한 경계 없이 이어져 있는 이야기
로 읽을 수 있을 만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19)
장아이링의 자전적 이야기20)를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진 단편 <재스민
차(茉莉香片)>에서도 인물 간 내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무 살의 대학생 촨칭(傳慶)은 침실
구석에 엎드려 자주 ‘백일몽’을 꾸곤 한다. 그는 거의 하루 종일, 어머니
펑 비뤄(馮碧落)의 꿈을 꾸거나 혹은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 비뤄는 유학을 앞둔 예비학자 옌쯔예(言子夜)를 좋아했지만 집안
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의 촨칭의 아버지와 정략 결혼한
다. 비뤄는 촨칭이 네 살 때 집을 나간 후 세상을 떠난다. 촨칭은 지금은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옌쯔예와 그의 딸 옌단주를 보면서, 펑 비뤄

19) 치챠오와 창안이라는 두 인물 내면의 중첩은 ‘발’의 모티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치챠오의 발은 전족을 했다가 풀어버린 반(半)문명발이다. 반면 창안의 발은 문명발에
거꾸로 전족을 감은 발이다. 그런데 치챠오가 창안의 문명발에 전족을 다시 감도록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끌어대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아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창안
의 발을 자신과 똑같은 반(半)문명발로 만들고 있다.
20) 장아이링의 어머니 황쑤치웅은 그녀가 네 살 때 집을 떠나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다. 신문
화의 수혜자였으며 신여성을 꿈꾸었던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의 아버지는 첩을 들이고
아편에 중독된 채 타락한다. <재스민 차>에서도 촨칭의 어머니는 네 살 때 그를 떠나며,
아버지와 그의 첩은 아편중독자로 그려진다. 촨칭은 장아이링의 병약했던 남동생을 모델
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아이링은 회고록에서 촨칭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투영
한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186 東亞文化 第53輯

의 사랑이 이루어졌더라면 자신이 단주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이라 생
각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촨칭의
상념과 어머니의 기억, 촨칭 자신의 감정과 어머니의 회환은 거의 구분되
지 않은 채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주에게 말해? 옌쯔예에게 말해? 그가 아직 펑 비뤄를 기억할까? ⋯ 그러나
비뤄는 그 하나만을 사랑했었다. ⋯ 이전의 여인, 아주 소소한 일들이 마음속에
서 도로록 구르고, 구르고, 구르며 떠오른다. 황혼의 창 앞에서, 비 오는 밤에,
희뿌연 새벽에. 아, 옛 사람 ⋯ 촨칭은 끄집어낼 수 없는 억울함이 가슴속에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21)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비뤄가 귀신처럼 아들의 창가에 등장
하는 장면은 예의 그 《전기》의 증정판 표지그림 「시녀도」 속의 ‘창가의
유령’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곧 어두워질 것만 같았다. 아니,
이미 어두워졌다. 그 혼자 창문 앞을 지키고 있으려니 그의 마음속 하늘 역시
어두워져갔다.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의 슬픔 ⋯ 꿈속인 듯, 창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① 그녀는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의 뾰족한 아랫부분은 흰빛이고, 음울한 눈과 눈썹은 그림자 안의 그림자
였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 펑 비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촨칭의 몸이 고통스럽게 한 번 경련을 일으켰다. ② 그것이 도대체 그의 어머
니인지 아니면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알 수 없는
우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③ 그것은 바로 사랑. 이십 년 전의 절망적인 사랑
이었다. 이십 년이 지나 칼에 녹이 슬어도 칼은 여전히 칼이다. 그의 어머니
21) 장아이링, <재스민 차>, 《첫 번째 향로》,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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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 있는 칼이 다시 그의 마음속을 후벼 팠다. 촨칭은 안간힘을 써 간신
히 고개를 들었다. 모든 환상이 신속히 사라졌다.22)

바로 이 장면을 중심으로 <재스민 차>의 갈등 구조, 더 나아가서는 장
아이링의 소설 세계 전체의 갈등 구조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①에서
유령과 같은 타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어머니는 ②를 통해서 사실상 촨
칭 자신의 분열된 그림자임이 암시된다. 그리고 다시 ③의 구절들에 이르
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십 년 전의 절망적인 사랑’, 바로 ‘어머
니’의 사랑의 문제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장아이링 소설
전체로 확장하여 생각해 보면, 그녀의 소설에서 ‘어머니’와 갈등하는 ‘딸’
이란 사실상 ‘어머니’ 자신의 분열된 형상이며,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어머니’ 자신의 사랑의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스민 차>의 주인공 촨칭이 펑 비뤄의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앞서서 살펴보았듯 장
아이링의 소설에서 인물들의 내면의 경계는 흐릿하다. <재스민 차>에서
두드러지는 촨칭의 성정체성의 모호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 그는 단주에 의해 ‘계집애’, ‘아가씨’라고 불릴 만큼 여성스러운 특성
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단주를 비롯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자들’ 일
반에게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촨칭의 이런 질투와 증오의 감정은
이십 년 전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펑 비뤄의 분열된 내면으로 해석될 여
지가 충분하다.
결국 우리는 장아이링 소설 세계에서 인물 내면을 가를 수 있는 최소한
의 축이 ‘어머니’와 ‘딸’의 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어머니’와
‘딸’이란 함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고모와 조카’, ‘언니와 동생’, ‘본부
22) 위의 책,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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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첩’ 등의 여타 유사한 관계들의 변형과 변주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재스민 차>로 돌아가 이렇게 질문해보자. 유령처럼
다시 나타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촨칭이 옌쯔예의
딸 단주에게 강한 애증을 품은 채, 단주의 자리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외칠 때 그가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
을까?
단지 친구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해. 단주, 만약 네
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면 그에게 너는 단지 애인에 불과할 거야. 그러
나 나에게 너는 애인만이 아니야. 너는 창조자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며 새로
운 환경이고 새로운 천지야. 너는 과거이고 미래야. 너는 신이야.23)

촨칭이 열망하는 것은 ‘새로운 아버지’와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환경’
과 ‘새로운 천지’, 다시 말해 현재의 삶을 정지시키고 무화하여 새로운 가
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다. 즉 어머니가 딸로 하여금 자신
의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간이
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딸’의 시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먼저, 숨겨지
고 겹쳐진 그림자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장아이링 소설 속 ‘어머니의
시간’을 살펴보자.

23) 위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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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편의 시간: ‘어머니’의 히스테리와 광기
“내 친구 염앵은 말한다.
: 모든 나비는 예전 꽃의 귀신이며, 돌아와서 자기를 찾는 것이다.”24)

1943년 장아이링의 첫 소설집 《전기(傳奇)》가 발표된 이듬해, 익명의
작가가 《만상(萬象)》지에 장문의 비평을 싣는다. 후일 프랑스의 유명 문
학번역가 푸레이로 밝혀진 이 사람은 장아이링의 소설 세계를 ‘임종을 앞
둔 환자의 방’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25) “연애와 결혼은 작가
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중심 소재이다. 길고 짧은 6, 7편의 작품은 단지
VARIATIONS UPON A THEME일 뿐이다. 시대착오적인 구식 인물과 부
르주아들이 모두 남녀문제라는 악몽에 시달린다. 악몽은 늘 궂은비가 끝
없이 내리는 가을날이고, 습하고 끈적끈적하며, 어둡고, 더럽고, 질식할
것 같은 썩은 냄새가 난다. 이것은 마치 임종을 앞둔 환자의 방과 같다.
고민하고, 초조해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악몽은 끝이
없으며, 도피할 수도 없다.” 푸레이에 따르면 오로지 통속적인 남녀문제
만으로 채워진 장아이링의 세계에서 사건은 침실, 집, 전차 안과 같은 곳
에서 펼쳐지며, 이 공간을 확장해 보면 사회 전체가 되겠지만, 이 악몽
같은 세계 어디에도 희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푸레이가 지적한 장아이링 문학의 통속성, 어두움, 퇴폐, 시대착오성과
같은 이미지를 집약해서 표현해주는 것이 ‘아편’의 이미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아편의 의미를 하나로 단정하기

24) 장아이링, <염앵의 어록>, 《올드 상해의 추억-장애령 산문선》, 이종철 옮김, 학고방,
2011, 111쪽.
25) 리어우판, 《상하이모던》, 장동천 외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450~4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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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남은 감정>에서 아편 침대가 놓여 있는 음침하고 환기되지
않은 노마님의 방이나 <재스민 차>에서 “적삼 위에 기름얼룩이 묻은 연
자줏빛 비단 조끼” 걸친 아버지와 “머리를 산발한 채 온몸을 검은색으로
감싸고 있는 계모”가 아편 침대 위에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한 시대의
몰락과 퇴폐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황금 족쇄>에서 “아편 연기가 간
을 평온하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하니” 어떤 약보다도 낫다며 안부처럼 아
편을 권하는 시누이, 그리고 아들을 집에 붙들어 두기 위해 아편으로 꼬
이고 딸의 병을 아편으로 방치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세계의
부조리와 악의를 대변한다.
그러나 근대 중국의 운명에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작동했던 아편의 이
미지는 욕망이나 사랑의 문제와 결부될 때 장아이링의 세계를 더욱 선명
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단지 외부세력의 힘과 간계에 떠밀린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연귀(煙鬼)가 될 것을 자처하며 집단 아편중독의 길로 들
어섰던 중국인의 단면이 장아이링 문학에서는 정염에 휘둘리는 여인으로
형태를 바꾼 채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어머니’의 축의 여인들은 정상적 사랑에 실패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한 방식으로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첫 번째 향로>의 량 부인이나 <황금 족쇄>의 치챠오의 경
우를 보자. 화려한 홍콩 사교계와 전통적 상하이 대가족의 안주인인 이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동류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은 인물들이며, 철저한 물질주의자들
이다. 량 부인은 젊은 시절, 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스르고 예순을
넘긴 부자와 결혼해 그가 죽기만을 기다린다. 치챠오 역시 비록 오빠에
의해 팔려가는 모양새이기는 했으나 이런저런 계산 끝에 몸을 제대로 가
누지 못하는 불구의 남편을 선택한다. 이들은 정상적 사랑의 가능성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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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대가로 원했던 부를 얻지만 늙어버린다. 스스로 사랑 대신 부를 선택
했지만 이들은 영원히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만다.
이러한 정신적 허기는 지난 사랑에 대한 반복적 회상 혹은 무차별적인
구애, 그리고 젊은 ‘딸’에 대한 기괴한 학대나 착취로 이어진다.
기존의 논의에서 장아이링의 여인들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모성 신
화’와 ‘애정 신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강인한 여성 주체로 해석되기도
했다. 여성을 성스러운 어머니 혹은 창녀로 구분하는 ‘모성 신화’를 거부
하고, 지고지순한 사랑 속에서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애
정 신화’를 단호히 물리치면서, 장아이링의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솔직
히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노력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26)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여성들이 추구했던 욕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이들은 무엇에 실패했을 때 현실과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고
아편에 탐닉하게 되는가?
장아이링의 소설 속 여인들은 히스테리적 욕망의 주체이다.27) 정신분
석의 언어를 빌려 설명해보자면, 히스테리 신경증자는 타자가 상실한 대
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언제나 타자

26) 김순진, <장애령 소설에서 보이는 여성의식>, 《중국어문논역학회》, 1999, 13쪽.
27) 기존의 논의에서 장아이링의 소설을 히스테리와 연관시킬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히스테
리 환자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들이 증상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이다. 대체로 이러한
논의에서는 히스테리적 증상을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히스테리적 주체’ 개념은 라캉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라캉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신경증,
도착증, 정신병 세 범주로 나눈 후, 다시 욕망의 방식에 따라 신경증자를 히스테리 신경증
자와 강박 신경증자로 구분한다. 강박 신경증자가 타자의 존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 이상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추구한다면, 히스테리 신경증자는 이와 반대로 타자의
존재를 지배하기 위해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한다. 본고에서는 장아이링의
소설 속 ‘어머니’들이 이와 같은 히스테리적 욕망의 주체라 간주하고자 한다(브루스 핑크,
<신경증>,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2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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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이 되기 위해 애쓴다. 히스테리
적 사랑의 주체는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내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타자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다. 케보이(Che Vuoi, So what do you want?)의 질문에 시달리는 히스
테리적 주체는 나를 타자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누
구인지 확인받고자 한다. 이러한 히스테리적 사랑의 방식과 결부시켜 볼
때 장아이링의 여성들은 비록 제도와 관습의 금기를 뛰어넘어 독립적으
로 사랑을 추구하는 주체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타자의
욕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존재다.
<첫 번째 향로>의 량(梁) 부인이 진정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누구도
나이 든 자신을 욕망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그녀는 사교계 마담 역할을 자처하며 사방으로 애정의 그물을 펼
쳐 타인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편, 끝내 자신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조지 챠오’라는 대상으로 인해 절망한다.28) <황금 족쇄>
의 치챠오 역시 비슷한 지점에서 절망하는 히스테리적 사랑의 주체이다.
전통적 여인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냉혹한 수전노 치챠오는 시동생 지쩌
와의 사랑의 가능성이 완전히 파국에 이르렀을 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
28) 다음과 같은 문단은 량 부인의 히스테리적 사랑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조지
차오는 정말 그녀 운명의 악마 같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번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 그녀는 디디를 이용해 그를 낚으려 했지만 오히려 미끼가 그에게 먹혀버렸고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헤엄칠 뿐 걸려들지 않았다. ⋯ 디디가 떠나자 그녀는 좌우의 팔을
잃은 듯했다. 다시 화로를 피우고 힘을 다해 웨이룽을 훈련시켰다. 심혈을 기울여 웨이룽
이 약간의 자격을 얻도록 했다. 그런데 한참 위세를 떨쳐 몸값이 열 배가 되자 조지 챠오
가 또 가만히 앉아서 남이 고생한 성과를 누리려고 한다. 이것도 달갑지 않은데 동시에
힘들이지 않고 니얼까지 걸려들게 했다. 부인을 잃고 병사를 잃은 격으로 주변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그에게 일망타진을 당했으니 량 부인이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는가?”-장아
이링, <첫 번째 향로>, 《첫 번째 향로》,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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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현실적 시간의 흐름에서 이탈해 아편의 세계로 건너간다. 그녀는 아
편 침대에 누워, 18세 아가씨였을 무렵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그
런 그녀를 연모했던 여러 청년들을 하나씩 기억해내며 ‘지난 사랑의 가능
성’에 집착한다.
장아이링 소설에서 ‘어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잔혹한 악행과 기행은 양
육의 과정이나 제도의 문제와는 거의 무관하다. 그녀의 소설에서 ‘어머니’
들은 오로지 사랑 혹은 이성과의 관계에 한해서만 ‘딸’에게 관심을 기울인
다. <황금 족쇄>의 치챠오가 며느리들을 차례로 자살에 이르게 하고 주도
면밀하게 딸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나, <첫 번째 향로>에서 량 부인이
조지 차오나 쓰투세 등 여러 남자를 잡기 위한 미끼로서 조카를 이용하고
종국에는 그녀를 창녀와 다를 바 없이 만들어버리는 과정은 그녀들 자신
의 사랑의 실패라는 측면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히스테리와 광기로 얼룩진
‘어머니의 시간’ 맞은편에 언제, 어떻게, 왜 ‘딸의 시간’이 마련되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첫 번째 향로>에서 ‘어머니-고모-량 부인’의 맞은편에
‘딸-조카-거웨이룽’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좀처럼 남자들을 낚는
데 실패하지 않았던 량 부인이 조지 차오의 마음을 사는 데 완전히 실패
한 지점에서이다. <황금 족쇄>에서 딸 창안이 등장하는 시점은 치챠오가
지쩌를 잃고 완전히 아편의 세계로 건너간 다음이다. 장아이링 소설에서
‘어머니’들은 모종의 이유로 ‘딸’들을 만들어낸다. 히스테리적인 사랑에
몰두하여 더 이상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어머니’들은
왜 ‘딸’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과 유사한 또 한 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일
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단서를 ‘딸의 시간’ 속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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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의 시간: ‘딸’의 발병과 각성
레이 초우(Rey Chow)는 비록 기이한 이야기를 소재로 할지라도 장아
이링의 소설에는 인물의 낭만적 판타지를 단절하고, 그들을 현실 속으로
되돌려 놓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9) 그가 보기에 장아이링의
여성 인물들은 항상 그녀들이 살고 있는 유폐된 공간 안에서 사랑과 로맨
스를 꿈꾸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사랑이란 쉽게 사라지는 것이고 남
자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
아이링 소설에서 통속성 속의 현실인식, 판타지 속의 현실감각이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장아이링은 자신이 통속소설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지면을 통
해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녀는 스스로를 대중작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설이 어떻게 독자를 매료시키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을 독자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다. 원하는 것을 주고 나서, 그 밖의 다른 것을 조금 더 준다.”30) 이를
29) Rey Chow, <技巧, 美學時空, 女性作家>, 국제 장아이링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 5. 25~
27, 9쪽. 리어우판, 《상하이모던》, 465~466쪽에서 재인용.
30) 張愛玲, <論寫作>, 《張春》(臺北: 皇冠, 1976), 271쪽. 장애령, <글쓰기에 대해 논한다>
《올드 상해의 추억-장애령 산문선》, 이종철 옮김, 학고방, 2011, 20~21쪽 참조. 이 글에
서 장아이링은 고급 취향을 가진 작가 자신과 저급 취향을 가진 독자 사이에 분명한 구분
선을 긋는 것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급한 취미를 원한다면, 그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나와 남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장한수(張恨水)의 소설을 좋아하고 명나라 황제의 비사를 궁금해 한다. 자기
스스로를 기준삼아 독자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다른 것도 주어야 한다.
작가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꺼내주어야 한다. 망설이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이다. 작가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독자들 역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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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리어우판은 중국 통속소설에서 이미 검증된 공식을 거스르지 않으
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장아이링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였을 것이라고 해석한다.31)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준 뒤, 다
른 것을 조금 더 주는 방식. 여기에서 장아이링과 리어우판이 말하는 ‘조
금 더 많은 것’이란 어떤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설 속에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그것이 ‘어머니의 시간’과 대조되는 ‘딸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보고자 한다.
앞서서 살펴보았듯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딸’은 ‘어머니’의 분열된 형상
으로 존재한다. 히스테리적인 사랑에 중독된 ‘어머니’가 자신의 복본으로
서 ‘딸’을 불러낼 때, ‘딸’의 시간은 여성이 최초로 정염을 자각하는 그 시
점, 즉 정염의 발화점(發火點)에서 시작된다.
미리 요약해 보자면, ‘딸의 시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딸’은 우
연에 가까운 어떤 이유로 발병(發病)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모든 문제는
자신 내부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32) 물론 혁명
31) 리어우판, 《상하이모던》, 장동천 외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455~456쪽.
32) ‘어머니’의 가학과 ‘딸’의 발병(發病)이라는 주제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이론가 이리가레
이가 제기한 ‘왜곡된 어머니와 병에 걸린 딸’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이리가레이는 모자(母子)관계로 대표되는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는 가부장제의 현실이 딸
들에게 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가 ‘양
육자’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았을 때, 그러한 억압에 대한 보상심리로 극기와 희생, 자
식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발현하게 되고, 딸은 그러한 자기희생적 모성에 죄의식을 가
지게 됨으로써 어머니로부터 적절하게 분리되지도, 개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가레이의 이러한 주장은 본고의 논의 방향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
다. 장아이링의 소설 속 ‘어머니’는 대개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비록 제도의 틀 안에
놓여있더라도 양육자로서의 정체성만을 받아들인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 장아이링의 소
설 속에서 ‘어머니’는 히스테리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주체들이며, ‘딸’의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은 텍스트의 표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깊숙이 숨겨져 있다. 또한 ‘딸’의 발병은
자신의 정염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므로, 이리가레이의 논의에서의 ‘딸’의 병(病)과는
차별화된다. 이리가레이의 논의는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강희원 옮김, 문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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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웅도 존재하지 않는 장아이링의 소설 속에서 ‘딸’은 급진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로 ‘어머니’와 비슷한 길을 간다. 그러나 발병
이후 딸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여성 스스로의 환상이 만들어낸 화려한
세계가 아닌 수많은 상품들로 둘러싸인 세계의 이미지다. 그녀는 ‘팔리는
존재’로서 자신이 그 세계 속에 던져져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33)
<첫 번째 향로>의 거웨이룽은 처음 홍콩의 산 속에 자리한 고모 량 부
인의 호화로운 서양식 저택을 방문하고서 《요재지이》의 한 장면을 떠올
린다. 산 속의 친척집을 방문하고 나오자 순식간에 저택이 커다란 무덤으
로 변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이 음산한 사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러므로 사악함에 빠진다
면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긴다.34) <황금 족
쇄>의 경우, 창안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사촌오빠 차오춘시
와 넘어지고 부딪히며 장난을 치다가 치챠오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는
다. 비록 사촌이라 할지라도 돈을 탐내 다가오는 것일 수 있으니 남자들
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열세 살 딸에게 가르친
다.35) 이처럼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딸’들은 이성과 정염의 덫에 빠지지

사, 1997, 216~219쪽 참조.
33)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팔리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자각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특히 <아샤오의 슬픔>의 마지막 장면은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운명에 던지는
장아이링의 연민의 시선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이 마지막 장면의 배경은 상하이에 거주
하는 서양인 남성 ‘골드’의 아파트이다. 이곳에서 하녀로 일하는 아샤오는 어느 비오는
밤, 부엌의 채소 테이블 위에 누워 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는 척 하고 있다. 이때 길에
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사라고 느릿느릿 소리치고 있었다. 무엇을 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소리를 들으며 아샤오는 길고 긴 슬픔을 느낀다. (장아이링, <아샤오의 슬픔>《경
성지련》,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1, 199~200쪽)
34) 장아이링, <첫 번째 향로>, 《첫 번째 향로》,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64~65쪽.
35) 장아이링, <황금 족쇄>, 《경성지련》,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 246~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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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서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그러나 ‘딸’들은 시험에 빠진다. <첫 번째 향로>의 거웨이룽은 고모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둔 여러 종류의 화려한 옷들을 한 벌, 한 벌
꺼내 몰래 입어보다가 ‘이것이 기생집에서 사람을 사온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지만 다시 자신이 그 옷들을 입고 춤을 추는 장
면을 그려보면서 저도 모르게 “봐도 돼!”라고 외친다.

36)

<황금 족쇄>의

창안의 이야기에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퉁스팡과의 첫 만남에서 그
녀는 녹색 타조털 망토로 자신을 감싼 채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구
를 집어먹는다. 이때도 그녀는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소에) 온
것”임을 자각하며, “사람들이 여러 번 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마음속
으로 말한다.37) 이처럼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딸’이 거쳐야 할 시험은 단
순한 남녀관계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고, 선택되고, 팔려가는 ‘상
품으로서의 여성성’의 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최초의 유혹
의 장면이 ‘딸의 시간’에서 부각되고 강조된다는 점은, 이미 그러한 여성
의 운명에 익숙해진 채 그 속에서 기괴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데만
몰두하는 ‘어머니의 시간’과는 그 양태가 분명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딸의 시간’에서 이들은 정염이 자신 내부의 문제임을 강하게 자
각한다. <첫 번째 향로>의 바람둥이 조지 차오는 거웨이룽에게 자신은
결혼도, 사랑도 약속할 수도 없으며 오직 즐거움만을 약속하겠다고 당당
하게 밝힌 후 그런 자신이 무섭냐고 묻는다. 그러나 웨이룽은 두려운 것
은 바로 자신이라고 답한다.38) 웨이룽은 조지 차오가 “아주 일반적인 방
탕아이고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 내부
36) <첫 번째 향로>, 70~71쪽.
37) <황금 족쇄>, 264쪽.
38) <첫 번째 향로>,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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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야만적이고 난폭한 열정”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딸’들의 정염은 장아이링 소설에서 갑작스러운 병의 모티프와
연결된 채 서사의 한 축을 이룬다. 조지 차오와 하녀 니얼의 관계를 알게
된 웨이룽이 고모의 집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배표를 사러 갈 때 갑자기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비를 맞은 웨이룽은 폐렴에 걸려 드러눕게 된
다. 병이 거의 다 나아갈 무렵 웨이룽은 문득, 자신이 병이 든 것은 집으
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병의 모티프는 비록 그 양상은 다르지만 장아이링 소설
속 ‘딸의 시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황금 족쇄>에서 창안이 24세에
갑자기 이질에 걸린 후 아편에 중독되는가 하면, <꽃이 지다>에서 정씨
부인의 넷째 딸 촨칭은 무도회에서 예비 신랑과 가벼운 신체 접촉 후 폐
병에 걸려 죽게 된다. 이처럼 장아이링 소설에서 ‘딸’들은 갑작스런 병을
앓게 되는데, 이러한 발병 이후 일종의 병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질서
와 그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바라본다는 점에 무엇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꽃이 지다>에서 촨칭의 어머니 정 부인은 사위를 고르는 데 많은 관
심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에게 사위를 고르는 행위는 “사그라진 생
명 속에서 희미하지만 붉게 빛나는 한 점의 불씨”를 살리는 일로 묘사되
며, 정 부인은 여러 남자를 찾아서 사위로 삼고, 또 아름다운 자신이 장모
로서 사위들의 감정에 약간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서 만족을 느낀다.39) 이
러한 정씨 부인의 모습은 바로 히스테리적 사랑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이
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병에 걸린 딸 촨칭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
에는 그녀의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환상이 거의 제거되어 있다.

39) 장아이링, <꽃이 지다>, 《첫 번째 향로》,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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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녀는 짐이다. 모든 세계에서 그녀는 짐이다. 세계는 여러 가지 즐거
운 것으로 가득하다. 부엌 찬장 안에 있는 물건들, 큰 메뉴판, 유행 패션 견본,
가장 예술적인 방,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 단지 높고 가지런한
천장의 큰 유리창과 양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푹신한 방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조금씩 죽어가고 이 사랑스러운 세계 역시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그녀의 눈빛이 닿은 것, 손가락이 만진 것이 모두 죽어
간다. ⋯ 병이 든 이후에 하루 종일 우울한 생각에 빠지게 되니 그녀의 자아가
점점 팽창되었다. 비할 바 없이 거대한 자신과 썩어 문드러지고 아름다운 세계,
두 개의 시체 머리가 등과 등을 맞대고 한군데 묶여 있다. 네가 내게 매달리고,
내가 네게 매달려 아래로 떨어진다.40)

촨칭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수많은 상품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세계이며,
자신은 그 세계 속에 사물이자 짐으로 내던져져 있다. 세계도 자신도 추
락하고 있다. <첫 번째 향로>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웨이룽이 세상을 바라
보는 시선 역시 이와 유사하다. 조지 차오와 량 부인에게 거의 팔려간 것
이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한 웨이룽이 음력 30일 조지 차오와 홍콩
완즈 구경에 나섰을 때, 그곳에서 웨이룽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끝도 없
이 이어져 있는 가판대의 상품들이다.
그녀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이러저리 밀리면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머리
위는 검붉은 푸른 하늘이고 하늘 끝은 검붉은 검은 바다이다. 그런데 만에 이
런 곳이 있다. 온통 빽빽한 사람들, 빽빽한 등불, 눈부신 빽빽한 상품들이 가득
한 이런 곳에 있다니. ⋯ 그러나 이 등불과 사람과 물건 이외에는 쓸쓸한 하늘
과 바다만 있다. 끝없는 황량함, 끝없는 공포. 그녀의 미래 역시 이와 같다. 생
각할 수 없다. 생각하면 끝없는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는 영원히 변치 않
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눈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자잘한 물건들 속에

40) 위의 책, 313~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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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 쉬게 할 수 있을 뿐이다.41)

바다로 가로막혀 더 나아갈 곳 없는 홍콩의 만(灣). 상품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완즈의 거리를 거닐면서 그녀는 어린 창녀들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고, 그녀들과 자신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쓸쓸히 반문한다. 이러한
웨이룽의 현실 인식은 그녀 자신이 항상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
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는 조지 차오의 말과 공명하면서, 이제 웨이룽이
환상이 제거된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선의 낙차는 웨이룽이 묘사하는 두 개의 꽃의 이미지를 통해
확정된다.
집에서 병이 나면 이렇게 친구들이 보내준 꽃으로 방이 가득 차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 속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유리구슬이 있었다. 아버지 책
상에 놓여 있는 문진인데 집안사람들은 그것을 그녀에게 쥐어줘서 뜨거운 손
을 식히게 했다. 납작한 유리구슬 안에는 붉고 푸르고 보랏빛 나는 가는 꽃이
새겨져 있었다. 조잡한 느낌이 들면서도 가지런한 그림이었다. 그 공을 손에
잡으면 아주 무거웠다. 그것을 생각하자 자신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믿을 수
있었던 것들이 떠올랐다.42)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온 세상은 회색의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모든 것
이 희미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한 송이 한 송이 매우 커다란 상아홍뿐
이었다. 단순하고, 원시적이고, 사발 입구만 한 크기, 통 입구만 한 크기.43)

거웨이룽이 묘사하는 꽃 중 하나는 어린 시절 집에 놓여있던 유리 문진
41) <첫 번째 향로>, 126~127쪽.
42) 위의 책, 120쪽.
43) 위의 책,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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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정염에 굴복했을 때 느꼈던
심상을 표현한 것이다. 조잡하지만 안전하고 진실된 느낌을 주는 첫 번째
의 꽃이 하나의 환상이라면, 원시적이고 단순하게 그저 존재할 뿐인 두
번째의 꽃은 실재를 가리킨다. 이 실재의 꽃은 바로 팔리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이미지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환상을 걷어내고 실재를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환상을 횡단(traverse of fantasy)’하는 주체의 모습과 겹쳐진다.
환상의 횡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틀 짓고 있던 환상을
잠시나마 가로지르는 것을 말한다.44) 다시 말해, 기꺼이 자신을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제공했던 히스테리적 주체가 타자 역시 결여되었음을
깨닫는 일인 것이다.45) 그러므로 환상을 횡단하는 것은, 장아이링의 소설
에서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차, 화로, 아편’의 이미지를 동원해 표현해보
자면, 뜨거운 차가 식는 것, 화로와 아편의 불길이 재로 변해버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아이링 소설에서 히스테리적
환상에 빠져 있는 ‘어머니’의 시간을 ‘아편의 시간’이라 명명할 수 있다면,
그 환상을 가로지르고 잿빛 세계의 실상을 보는 ‘딸’의 시간은 ‘재의 시간’
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기(傳記)》에 수록된 단편 소설 중 하나인 <남은 감정>에서 재의 이
미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작은 화로, 설백의 재 속에 붉은 숯
이 감추어져 있었다. 처음에 나무였던 숯이 죽었다가 온몸에 불그스름한
불을 품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살아났다가는 금방 다시 재가 되어버릴
것이다.”46)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화로에 불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이야기
44) 맹정현, 《리비돌로지》, 문학과지성사, 2009, 326쪽.
45) 슬라보예 지젝, <환상의 일곱 가지 베일>,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개념들》, 대니 노부스
엮음, 문심정연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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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는 이러한 이야기나 사랑이 사위
어진 흔적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장아이링 세
계에서 재는 모든 사랑과 운명이 종료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
제나 그 속에 다시 지난 불길을 되살릴 불씨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환
상을 횡단한 주체가 또 다시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듯, 잿더
미 속에 숨겨진 불씨는 다시 타오르고 여성의 눈에 비친 잿빛 세계는 다
시 정염과 함께 환상의 세계로 탈바꿈할 것이다.

5. 결론: 두 개의 시간과 반복의 의미
원앙호접파(鴛鴦蝴蝶派)의 통속잡지 《바이올렛(紫羅蘭)》에 <첫 번째
향로>를 투고하며 공식 데뷔한 장아이링은 당대 중국의 민족주의적 에토
스와 거리를 둔 채 중국의 전통 통속소설 기법을 적극 차용하여 세속적
남녀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혁명도 영웅도 등장하지 않는 그녀의 소설 속
에서 여인들은 언제나 정염에 굴복한다. 이러한 범속함으로 인해 그녀의
소설은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허무주의적 소설,47) 진정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전망이 부재한 소설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항과 전복의 언어로 무장하지 않았다 해서 그녀의 소설을 거
대한 운명에 대한 체념이나 견고한 체제에 대한 순응을 드러내는 작품으
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장아이링의 소설집 《전기(傳記)》에
46) 장아이링, <남은감정>, 《경성지련》, 김순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 9쪽.
47) 余斌, 《張愛玲傳》, 海南國際新聞出版社, 1993.12, 112쪽. 白永吉, <張愛玲 小說의 情欲과
虛無意識>, 《東亞文化》 第34輯, 東亞文化硏究所, 1996, 3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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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두 개의 시간에 주목했다. 여성 내면의 분열을 함축하는 이 두
개의 시간에서, ‘어머니의 시간’ 속 여성들은 제도와 타협한 채 히스테리
적 환상을 추구하며, ‘딸의 시간’ 속 여성들은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그 환
상의 본질을 꿰뚫어본다. 물론 이러한 본질의 직시가 여성 운명의 악순환
을 끊어내는 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딸’이 ‘어머니’의 운명을 되풀이하고 말았
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실상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비슷한 듯 보이는
운명을 무의식적으로 또 한 번 반복하게 하는 그 형식에 있는지도 모른
다. 아편과 재의 두 가지 이미지가 표상하듯, 그녀의 문학에는 ‘정염’으로
인한 환각과 ‘정염’에 대한 각성이 함께 존재한다. 환각과 각성, 환상과
실재 사이를 오가는 운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장아이링의 문학은 ‘정염’
을 원죄나 운명으로 확정짓거나 신기루에 불과한 이상을 곧 다가올 미래
라 성급히 선포하지 않는다. 장아이링 문학에 내재한 종결 불가능한 반복
운동은 답이 아닌 하나의 질문으로서 앞선 시간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간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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