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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의 공간성 연구
Representation of Space in A Brighter Summer Day 

계운경

부산 학교 화연구소

Woon-Gyoung Ghe(docu-i@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의 공간성에 해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런데 공간성의 의미를 화

내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외부까지 확 하여 논의한다. 화내부에는 샤오쓰의 살인사건이 발생

하도록 이끈 폭력공간으로서의 사회, 집, 학교가 있다. 그리고 화의 외부공간에는 내용과 형식을 통해 

사회의 지배시스템에 항하는 감독의 태도와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객의 공간이 있다. 객은 

감독의 의도가 있는 화의 외부공간에서 합류하여 이 화를 극 으로 해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진다.

■ 중심어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공간∣집∣학교∣시험∣부조리∣반항∣저항∣관객의 공간∣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pace in A Brighter Summer Day, covering the meaning of space 

from inside to outside of the film extended. A violent spaces in the inside causes Xiao Si'r’s 

homicide, including society, house, and school. In the external space, the film's form presents 

director's attitude and will resisting against dominant system of society with an audience's 

space. The audience join the space being the director's intention, actively interpreting this film, 

doing self-reflection and taking an opportunity for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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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에드워드 양(Edward Yang)은 1949년 국 상해에서 

출생했고, 부모를 따라 만으로 이주한 후, 1959년에 

만의 명문인 건국 학에 입학한다. <고령가 소년 살

인사건>(A Brighter Summer Day, 1991)은 양감독이 

건국 학에 다니던 시  동창생이 지른 실재 살인사

건을 화화 한 것이다. <고령가>의 주된 서사는 샤오

쓰(Xiao Si'r)의 일상  삶을 따른다. 샤오쓰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주간학교에 가지 못하고 신 야간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시 을 시작으로 화가 개된다. 샤우

쓰는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 과정

에서 샤우 (Xiao Ming)을 만난다. 샤우쓰는 샤우 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 하지만 허락되지 않고, 기야 샤

우 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만다. 그러나 <고령가>의 내

러티 는 사랑을 배신한 분노의 표 으로만 샤오쓰의 

살인사건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

이 만의 뉴웨이  화가 생산하는 담론의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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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령가>에 한 해석을 시도한다. 

만의 뉴웨이 는 체로 식민지역사가 만인의 

삶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심을 가진다. 한 

화의 양식  요소들을 역사  맥락과 사회  토 와의 

연 성 속에서 찾는다[1]. 만의 뉴웨이  에서 샤

오쓰의 살인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가해지

는 폭력의 사회에서 겪는 상실감이나 환멸의 극단  표

[2]”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폭력 이고 혼란

한 1960년  만사회를 변하는 상징  사건으로 샤

오스의 행 를 분석하는 이다. 본 연구 역시 뉴웨

이 의 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다른 

은, <고령가>의 주요배경인 ‘사회’, ‘집’, ‘학교’에 

을 맞추어 공간성의 담론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샤우

쓰의 살인사건과 공간의 연 성에 주목하여 정치사회

 배경이 어떤 방식으로 집과 학교 등의 일상  공간

에 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나타나는지 샤

오쓰의 살인사건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식민지가 끝나고 장제스(Chiang Kai Shek) 독재

정치가 시작된다. 이 때 만의 폭력 인 사회 환경은 

개인들의 삶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분 기는 

특히 개인들의 일상공간인 집과 학교에 향을 주는데, 

<고령가>는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는다. <고령가>에

서 집은 안락하고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이며,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부정 인 공간이

다. 뿐만 아니라 샤오쓰와 그의 아버지인 장주(Zang 

Ju)에게 집은 “감 의 구조[3]”로 이루어진 ‘소외의 공

간’으로 제시된다. 이는 제도  공간으로서의 집이 정치

사회  환경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 하

고 있는 것이다. <고령가>의 학교 역시 집과 마찬가지

로 폭력 인 만의 정치사회를 반 하는 가시 ·비가

시  폭력의 공간이다. 특히 시험은 <고령가>에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시험이야 말로 샤오쓰의 비

극이 발생되도록 한 요한 지 이다. 시험은 오인의 

메커니즘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폭력이 재생산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고령가>는 사회  환경이 생산하는 폭력공간으로서

의 집과 학교, 그리고 폭력이 개인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까지 정치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간을 통한 폭력의 

내면화는 개인의 일상을 부조리의 세계로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샤우쓰의 살인사건을 부조리의 세계에 한 

반항으로, 그리고 <고령가>의 내용과 형식을 지배시스

템에 한 항의 표 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고령가>의 공간은 화내부에서 뿐 아니라 화외

부에서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화 

외부공간에는 감독의 의도가 있고,  감독의 의도를 

해석하는 객의 공간이 있다. 이 두 공간은 서로 충돌

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면서 화 밖에서 합

류한다. <고령가>에는 ‘열린형식’, ‘사운드’, ‘ 화 속의 

화’, ‘롱테이크’, ‘자막’, ‘설정쇼트의 배제’ 등의 표 방

식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표 은 할리우드의 고 인 

내러티 와 비된다는 에서 항 이다. <고령가>

의 이러한 표 방식은 ‘낯설게 하기’나 ‘소격효과’를 만

들어낸다. 고 인 내러티 가 몰입과 동화를 통해 지

배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몰입과 동

화를 막으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비 하는 방식이다. 

<고령가>는 이러한 표 을 통해 항의 미학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화의 형식이 만들어내는 항의 

미학은 객을 서사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

임없이 공 역인 실세계로 옮겨 가도록 한다. 객

은 실이 있는 화외부공간에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는다. 화외부에 있는 이 공간은 객이 화에 

해 극 으로 해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객의 공

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내부의 공간인 사회, 집, 

학교가 생산하는 부조리의 세계는 물론이고, 감독의 의

도와 객의 해석이 만나는 화외부의 공간까지 짚어

낸다.

II. 폭력공간으로서의 ‘사회’와 ‘집’

만은 오스트로네시아어(Austronesian languages)

족의 터 이었다. 그러나 1624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령하면서부터 1945년 일본패망 까지 식민지역사가 

이어진다. 일본의 패망 후 장제스가 정권을 잡지만, 일

본이 물러가고 난 자리를 신하는 장제스 정권은 만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 다. 40년간 공포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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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세습정치를 펼친다.  

계엄령, 신당결성, 신문창간의 3  정책을 통해 국민들

을 통제한다. 거기에다 국공내 으로 인한 국 륙으

로의 물자반출, 기업들의 경 부실, 통화팽창, 물가상승 

등 국민들은 경제 인 어려움을 겪는다[4]. <고령가>

는 이러한 만의 시  환경을 주요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지 화의 배경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  환경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향

을 미치는지에 하여 세 하게 드러낸다.

<고령가>는 반공항소(反共抗 ) 사상이론을 통한 

통치방식을 비 하는 입장에 있다. 당시 만정부는 미

국을 우방으로, 국을 으로 설정한다. 장주가 가족을 

데리고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고 공무원인 친구는 이

런 말을 한다. “미국은 정말 단한 나라야. 엠 이어스

테이트 빌딩도 볼만하고, 디즈니랜드도 멋지지. 애들이 

미키 마우스 보면 무척 좋아 할 거야. 핵폭단 공장도 견

학했는데, 내가 만약 폭탄제조 문가 으면, 폭탄제조 

기술을 배워서 공산당한테 터뜨려 지옥을 만들어버렸

을 거야.” 이는 미국 자본주의에 한 동경과 공산주의

에 한 개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사로, 정부의 통

치방식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그 로 나타내는 것

이다. 미국에게 만은 국을 견제하여 공산주의의 확

장을 막는 차원에서 요긴한 상이고, 만에게 미국은 

반공이라는 공통의 이해 아래 국의 으로부터 보

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 다. 반공주의는 공포정치를 통

해 손쉽게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순응하게 하여 불합리

한 폭력  상황들을 감수하게 하는 통치시스템이다. 

만의 통치시스템이 생산하는 사회  폭력은 개인

의 공간을 고든다. 특히 <고령가>는 제도  공간으

로서의 ‘집’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공간이 어떻게 서로 

상 계를 가지게 되는 지에 해 짚어낸다. 집은 개

인이 일상  삶을 하는 공간으로 사회를 오롯이 반

한다. 인간주의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에 

따르면, 공간과 장소는 구분되며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

인 개념이다. 무차별 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5]. 그래서 집은 공간보다 장소의 의미로 

개인에게 와 닿는다. “집은 친 한 장소[6]”로서 인간 

존재의 토 이며 모든 인간 활동에 한 맥락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한 안 과 정체성을 제공한다[7]. 그러

나 <고령가>에서 집은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하 공무원인 샤오쓰의 집은 가족 수에 비

해 크기가 작아 샤오쓰는 벽장에서 잠을 잔다. 야간학

교에 다니는 샤오쓰가 늦게 일어나 벽장에서 나오면 가

족들은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고난 후라 마치 빈집과 같

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어  다시 빈집과 같은 모습이 된다. 맞고 들어와 얼

굴이 멍들고 코피를 흘려도 가족들은 알지 못한다. 이

런 샤오쓰에게 집은 가족과 어울리거나 마음을 놓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항상 벽장 속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는 샤오쓰에게 집은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상실[8]”의 공간이다. 이는 장주에게도 마찬가지

다. 국에서 이주한 장주는 만에서의 삶이 정착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고, 

비 경찰에게 끌려가 심문을 당한다. 심문이 끝나고 지

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문 앞에서 선뜻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이 때 장주

에게 집은 심리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심리  감

의 공간이다. 만의 정치  환경은 집이 마음의 평

안을 주는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며, <고령가>

의 집은 곧 만 정치사회의 분 기를 변한다.

아버지가 사령 인 샤오마(Xiao Ma)의 집은 크고 고

스러운 분 기로 제시된다. 그의 집에는 축음기, 콜

릿, 오 지주스, 양주 등과 같은 부의 상징물들이 있다. 

과거 일본인이 거주했던 흔 인 총과 칼이 발견되는데, 

아이들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여기서 집은 부와 

권력, 그에 따른 혜택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표이다. 샤

오마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퇴학당하지 않고, 깡

패조직인 217군속 조차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집이 없는 샤오 은 병든 어머니와 함께 남의 집

을 한다. 샤오 이 결국 가정부로 샤오마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샤오쓰는 분노한

다. 그 날 밤 칼을 차고 나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우발 으로 샤우 을 살해하고 만다. 이처럼 집은 사회

 폭력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공간으로,  샤오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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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 의 비극이 발생하는 지 으로 제시된다.

III. 상징폭력의 재생산, 학교와 시험

만의 정치사회  폭력이 개인의 공간인 ‘집’에 향

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동일하게 용된

다. 폭력 인 1960년  만사회와 학교 분 기는 서로 

닮아 있다. 장제스 정부는 국민의무 교육을 통해 이념

교육을 강화하려고 학교 내에 국민당 조직을 두어 이념

으로 통제한다[9]. 군복을 입은 군인이 상주하며 학생

들을 리하는 <고령가>의 학교는 물리  폭력으로 얼

룩져있다. 소공원 와 217군속 와의 세력다툼이나 

소공원  내에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물리  폭력이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 교복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은 깡패와 다르지 않

다. 돌로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선생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도 발생한다. 선생과 학생 사이에는 

존경심도 애정도 없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무 심하다

가 학생들이 말썽을 피우면 처벌한다. 학생과 선생 사

이에 인간 인 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생이 샤우쓰

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수를 부르는 

것처럼 “86089”하고 번호를 부르는 것에도 나타난다. 

<고령가>의 학교는 정치사회  폭력의 양상을 그 로 

반 하는 물리  폭력의 공간인 것이다. 

<고령가>의 학교는 물리  폭력 뿐 아니라 비가시  

폭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교실이나 강당에 걸려있는 장

제스의 상화, 군복스타일의 교복, 군복을 입은 군인, 

선생들이 들고 다니는 몽둥이 등은 모두 폭력이데올로

기를 드러내는 기표들로 억압이 제도화되어 나타나는 

상이다. 이는 통제와 억압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폭

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처럼 학교는 비가시  폭력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자

연스럽게 발 하는 것이다. 부르디외(Pierre Bourdiou)

는 이를 “상징폭력[10]”으로 설명한다. 상징폭력은 “가

장 유연하고, 가장 비가시 [11]”이며, 개인 스스로가 

권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폭

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만든다[12]. 부르디외는 

학교야 말로 상징폭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지

이자 가장 향력 있는 도구라고 말한다. 

학교가 상징폭력을 생산하는 데 가장 큰 향력을 발

휘하는 것은 ‘시험’과 한 련이 있다. <고령가>는 

시험제도의 폭력성을 큰 비 으로 다루고 있다. 이 

화의 첫 장면은 학교에서 장주와 선생과의 화로 시작

한다. “우리 아들이 젤 잘하는 과목이 국문학인데 50

을 받았을 리가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거의 다 100

에 가깝습니다. 분명 시험 칠 때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 장주가 따진다. 그러나 선생은 샤오쓰의 시험지를 

재확인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며 야간 학교로 보내

라고 한다. 학교를 나와 장주와 샤오쓰가 식당에 들어

가면, 라디오에서 시험합격자의 명단이 호명되는데 이

는 화의 엔딩에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샤오쓰가 시험

을 잘 보지 못해 야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

로,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후 검정고시

를 비하는 과정까지, 시험은 <고령가>의 서사 개에

서 요한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퇴학이 꼭 나쁜 것만은 아

니에요. 이번 여름에 시험에 합격해서 주간학교로 편입

하면 되죠. 아버지를 해 꼭 주간학교에 편입할게요. 

제 걱정은 마세요. 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믿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결

정된다고 하신 말 이요.” 이 사는 샤우쓰가 학교에

서 퇴학당하고 난 후 장주를 로하며 건 낸 말이다. 장

주와 샤오쓰는 시험에 합격하여 주간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다. 이처럼 학교는 구든지 실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13]. 이러한 개인들의 믿음은 상징폭력이 재생산되는 

지 이다. 시험은 내면화된 상징폭력의 작동방식을 가

장 뚜렷하게 알 수 있게 하는데, 서로를 감시하는 계

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제도의 기술을 결

합시킨 것이다. 시험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

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다. 한 시험

은 개개인 스스로를 감시자로 만든다[14]. 타인을 감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감시하게 한다. 결국은 타

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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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오인

의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것이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으

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감

시하고 구속하는 것은 어느 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된다. 폭력을 재생산하는 주체가 피해자 자신이라는 것

이 상징폭력의 작동방식이다. 감시의 상이자 피해자

인 샤오쓰와 장주는 지배시스템을 더 따르려고 노력함

으로써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폭력

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공모에 의한 사회

질서 유지와 재생산[12]”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령

가>의 ‘사회’, ‘집’, ‘학교’는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면

서 폭력의 내면화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공간을 재

구조화하는 상호구성  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IV. 부조리의 세계와 샤오쓰의 반항

 ‘샤우쓰는 왜 샤우 을 죽 는가.’ 이는 화를 보고 

난 후에도 여 히 드는 의문이다. 샤우 은 원래 하니

의 여자 다. 그 외에도 의사, 농구하던 남학생, 퇴학당

한 남학생 등도 샤우 에게 이성 인 감정을 느낀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샤오쓰는 샤우 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샤우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인을 지르기 

 샤오쓰는 마지막으로 샤우 을 설득한다. “나는 네

가 한 행동들에 해서 다 알고 있어. 그 지만 상  안 

해.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난  도와  수 있어. 내가 

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제부터 나는 에게  다른 

하니야.” 그러나 샤우 은 “그 말은 내가 변화해야한다

는 거니? 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 내가  잘 못 봤

어. 가 나에게 잘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래. 그건 내가 에게 잘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

이겠지. 그래야 도 좋으니까. 는 무 이기 이야.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나는 이 세상과 같아.  변하

지 않아. 네가 뭔데 날 변화시켜?”라며 화를 낸다. 이는 

마치 샤우 이 만사회의 메타포로서 사회와 개인 사

이의 소통불능을 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이 

사는 <고령가>가 샤우쓰의 살인을 단지 사랑에 한 

배신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식민지 통치가 끝났지만, 잔재는 사회 곳곳에 스며들

어 있다. 장재스는 권력을 강화하기 해 개인을 통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샤오쓰의 아버지는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불안해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갈등, 선생

님의 질타, 시험 등이 샤오쓰를 힘들게 한다. 집은 안락

함을 느끼는 친 한 공간이 아니라 부와 권력의 상징으

로서 차별과 소외를 일상화시킨다. 이러한 실은 샤오

쓰에게 심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거기에 그 게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

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기 어렵다. 심지어 상징폭력의 작동으로 피해자 스스

로도 공모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게 된다. 그래서 분노는 하지만, 그 상은 모호하다. 분

노의 실체가 모호한 데에서 ‘부조리’가 생산된다. 

<고령가>의 부조리는 불안한 가정환경이나 시험의 

압박 등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의 피해자인 샤우쓰

가 결국 샤우 을 죽이는 가해자가 된다는 체 인 서

사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샤우쓰가 술에 취해 비

틀거리며 걸어가는 동네 아 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

치기 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물에 빠지자 샤우쓰가 그를 구해서 의도치 않게 생명의 

은인이 된다. 이 한 부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다. 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부조리가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어처구니

없는 침묵 사이의 비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15]. 이

를 <고령가>에 용하면 아버지 장주로부터 이어지는 

샤오쓰의 욕망과 비가시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시스

템의 립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개인이 잘 살아가고

자 노력하면 할수록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

는 사회시스템이 부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카뮈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조리의 인간이 살아가

는 운명  방식이 바로 ‘반항’이라고 말한다. 반항은 인

간이 부조리한 세계를 견뎌내는 운명 인 선택인데, 반

항은 인간의 다양한 행 를 가능하게 한다. 부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 , 비록 그것이 살인행 일

지라도 허용할 수 있고, 살인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도 

있다[16]. 동기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살

인자를 가해자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그 다고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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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가 낳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옹호할 수도 없는 

샤오쓰의 살인사건은 부조리한 세계에 한 반항으로 

해석 가능해진다. 결국 살인은 ‘모두가 침묵하는 세계에 

향해 반항으로 고심하는 바를 변형[17]’시키고자 하는 

샤오쓰의 무의식  행 이다. 따라서 <고령가>는 정치

와 사회, 가족과 집, 학교와 시험 등 공간에서 작동하는 

폭력을 통해 부조리의 세계를 제시하고, 샤오쓰의 살인

사건을 단순히 사랑에 한 배신이 아닌 부조리의 세계

에 한 반항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V. 저항의 미학과 관객의 공간

부조리를 제시하는 것은 기에 한 인식, 그로 인

한 탈출의 움직임과 무 하지 않다. 자연히 그것은 

재 속해 있는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신  지향을 

수반한다[18]. <고령가>의 부조리한 세계에 한 제시

와 샤오쓰의 반항 역시 지배시스템에 항하는 의지의 

반 이다. 이는 <고령가> 내부의 서사공간뿐 아니라 

외부의 공간 역시 요하게 다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고령가>는 로 간다 화처럼 정치성을 노골 으

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리얼리즘의 사실  재

을 기반으로 하는 화는 기본 으로 불합리한 실

의 문제를 통해 감독의 정치성을 드러낸다. <고령가> 

역시 리얼리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화로, 내용 뿐 아

니라 형식을 통해서도 실세계에 한 정치  태도가 

나타난다. 고 인 내러티 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도 

주류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 감독의 정치  입장

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인 내러티 와의 비로서 

‘열린형식’, ‘사운드’, ‘ 화 속의 화’, ‘롱테이크’, ‘자막’, 

‘설정쇼트의 배제’ 등의 표 이 드러난다. 이는 <고령

가>의 사회  폭력에 한 비 과 연결되며, 곧 주류시

스템에 한 감독의 항  표 이라 할 수 있다. 

‘열린형식’은 <고령가> 체를 아우르는 형식이다. 

쟈네티(Louis Giannetti)는 화에서 열린형식과 닫힌

형식의 차이 설명한다. 체로 사실주의는 열린형식을, 

표 주의는 닫힌형식을 선호한다. 열린형식의 쇼트는 

인 인 기교를 보이지 않으며, 상물과 인물은 애써

서 배치된 것이라기보다 있는 그 로 발견된 것이라는 

느낌을 다. 카메라 움직임은 즉흥  혹은 우연히 배

우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19]. <고령

가>에서 배경, 인물의 행동, 소품 등은 우연히 배치된 

것 같은 구도로 일 하며, 카메라 움직임도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인물과 소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연기 한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

써 존재감을 최소화 한다. 화의 결말도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시험합격자 명단발표를 들려 으로

써 열린결말이 된다. 이처럼 <고령가>는 화와 실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열린형식으로 표 한다. 

‘사운드’는 <고령가>에서 화내부의 소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화에서 사운드는 사, 나 이

션, 음악, 배경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화내부 혹

은 외부의 소리 일 수도 있다. 화음악은 화 외부의 

소리로 화의 분 기를 조 하면서 객의 감정에 호

소하는 등 다양한 목 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고령

가>에서는 화음악이 없다. 음악은 화내부에서 들

려오는 엘비스 슬리의 노래, 재즈, 일본노래 등이 

부이다. 이러한 음악은 미국과 일본의 향 하에 있

는 시  배경을 설명하기 한 역할로 활용된다. 그

런데 축소된 음악과는 달리 배경음인 탱크, 총, 군용트

럭, 싸이 , 훈련하는 군인 등은 강조된다. 이는 폭력이 

개인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이기

도 하다. 이처럼 ‘ 화음악의 부재’와 ‘배경음의 강조’는 

<고령가>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사건을 재 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낭만 이지 않고, 건조한 분 기를 

자아내는 이유가 된다. 이는 리얼리티 확보에 기여하며 

객이 폭력  실 속에 놓인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다 

냉철하게 찰할 수 있도록 도와 다.   

‘ 화 속의 화’는 <고령가>의 화촬  스튜디오

를 통해 나타난다. 사실 촬 스튜디오는 이 화의 맥

락과  이어지지 않는 설정으로, 그 의미를 화내

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촬 스튜디오에서 어

슬 거리는 샤오쓰에게 감독은 “울고 웃고 하는 그 애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라고 샤오 을 칭찬한다. 그

러자 샤오쓰는 “자연스러워? 진짜 가짜도 구분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화를 어요? 당신이 뭘 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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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나해요?”라며 따져 묻는다. 이는 등장인물인 감독

을 통해 양감독의 성찰  자세를 객에게 드러내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설정을 자기반  장치라고 하는데, 

화의 매체속성을 서사에 포함시켜 객의 몰입을 막

는 방식이다. 즉 <고령가>의 ‘ 화 속 화’는 ‘낯설게 

하기’나 ‘소격효과’를 통해 객을 서사외부이자 공

역인 실세계로 이끄는 매개체로 작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롱테이크’, ‘자막’, ‘설정쇼트의 배재’ 등은 유사

한 효과를 달성하면서 리얼리티와 능동 인 객성의 

확보에 도움을 다. 따라서 고 인 내러티 와 비

되는 이러한 표 방식들은 지배시스템에 한 항의 

미학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톨트 히트(Bertolt Brecht)는 지배이데올로

기를 주입하는 아리스토텔 스(Aristoteles)의 몰입과 

동화작용을 비 한다. 화에서는 이러한 비 이 자기

반 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객이 ‘ 화 머의 세계

[20]’를 직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화의 

자기반 성은 주로 매체속성이나 상호텍스트성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가>의 ‘열린형

식’, ‘사운드’, ‘ 화 속의 화’, ‘롱테이크’, ‘자막’, ‘설정

쇼트의 배제’ 역시 항의 미학으로서 자기반 성을 드

러내는 장치에 속한다. 항의 미학은 객이 화내부

에서 외부로 빠져나오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곧 

‘소격효과’나 ‘낯설게 하기’의 연결고리가 되어 자연스

럽게 화 밖 객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곳에

서 객은 <고령가>의 살인사건을 개인의 비극을 넘어

선 역사·정치·사회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즉, <고령가>에서 객의 공간은 항의 미학

에 객이 합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찰의 공간인 것

이다. 그리고 객의 공간은 화를 통한 객의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출발 이기도 하다. 

VI. 결 론

에드워드 양의 <고령가>에 한 국내 논문들은 부

분 만 뉴웨이 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지배와 국가

 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뉴웨이 의 에서 출발하되, <고령가>의 

주요배경인 ‘사회’, ‘집’, ‘학교’에 을 맞추어 공간성

의 담론으로 풀어낸다. 샤우쓰의 살인사건과 공간의 연

성에 주목하여 정치사회  배경이 어떤 방식으로 집

과 학교 등의 일상  공간에 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나타나는지 샤오쓰의 살인사건을 통해 밝

힌다. 그러나 공간성을 단지 화내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외부의 역까지 확장하여 논의한다. 

일본식민지, 장제스 독재정권, 미국 자본주의의 유입 

등은 <고령가>를 이루는 주요배경이며, 동시에 샤오스

의 비극과 한 련이 있다. 일본식민지에서 장제스

의 독재정치로 이어지고,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

고 국과 립하는 반공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개인

들은 폭력 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분 기는 

개인의 공간까지 향을 미친다. 집은 개인들이 편안하

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고령가>의 집은 권

력의 차이와 차별을 경험하게 할 뿐이다. 한 집은 국

가의 감시를 받는 장주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샤오쓰에게도 감 의 구조로 이루

어진 소외의 공간인 것은 마찬가지다. 학교 역시 집과 

동일하게 정치사회  폭력이 고스란히 이 된 공간으

로 표 된다. 학교는 물리  폭력뿐 아니라 비가시 인 

폭력까지 활발하게 작동한다. 특히 <고령가>에서 요

하게 다루어고 있는 시험은 상징폭력이 재생산되는 지

이다. 샤우쓰와 장주가 시험에 집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시험신화에 한 개인들의 인 믿

음은 상징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도록 한다. 

사회, 집, 학교에서 작동하는 비가시 인 폭력은 폭력

의 실체와 피해자·가해자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그

래서 개인들은 분노하지만 정작 무엇에 한 분노인지, 

구를 향한 분노인지는 모호하다. 이는 개인들이 살아

가는 일상을 부조리의 세계로 만든다. 부조리의 세계에

서는 인간의 모든 행 를 가능하게 하는데, 샤오쓰의 

살인사건 한 부조리한 세계에 한 반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가>는 부조리의 세계와 샤오쓰의 반항

을 통해 지배시스템에 한 부정 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는 지배시스템에 한 감독의 항  태도로서 화

의 내용과 주제 뿐 아니라 형식 인 미학으로도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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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린형식’, ‘사운드’, ‘ 화 속의 화’, ‘롱테이크’, 

‘자막’, ‘설정쇼트의 배제’ 등과 같이 할리우드의 고 내

러티 와 비되는 표 을 통해 지배질서에 한 감독

의 항  태도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항의 미학은 ‘낯설게 하기’나 ‘소격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객을 화내부에서 실이 있는 화외부로 

빠져 나오게 한다. 그곳은 <고령가>의 의미를 극

으로 해석하고, 성찰함으로써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객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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