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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forMaster'sdegree

ComparativeStudyon《WildBeasts》and《InTheHeatOfTheSun》

ParkHui-yeong

EventhoughWangshuo,awriterbornin1958andJiangwen,adirectorbornin1963hadage

differenceof5years,theycommonlyexperiencedturbulenteraoftheCulturalRevolution

(1966-1976)intheirboyhooddaysinthespecialspaceofDayuaninBeijing.Inthenovelof

《WildBeasts》andthecinemaof《InTheHeatOfTheSun》createdbythem,"I",whobecamea

presentadult,remindspastboyhooddaysastheydid.

Thisstudylookedintochangeinstoryandexpressionmethodarisingfromcinematizingthe

originalnovelthroughmediadifferencesbetweenanovelofcharactermediumandamovieof

sound․visualmedium.

FreedomgivenbyBeijingstreetandDayuanwherealltheadultshadleftduringtheCultural

Revolutionbroughttheheroesenjoymenttosecretlypeepintodeprivedprivacysince

establishmentofthePeople'sRepublicofChinathroughhobbyof'makingamasterkey'and

'pickingalock'.

Authorityofintellectualsbecamemudandteachersbecametheobjectsofridiculebychildren.

ThewomensuchasYubeifeiandMiranappearedtothecharacterswhopushedstudiesaside,

hadgangfightswanderingaboutemptystreetsandhousesinDayuaninsteadofstayingattheir

ownhousesandshowedresolutionstobeheroesofthePeople'sRepublicbyparticipatingthe

China-RussiaWar,andtheirinterestwasshiftedtodesiretooppositesexessincethen.

Inthenovelandthemovie,'I'whobecameapresentadultinterveneintotheworkbutthere

isadifferenceinintervention.

Thetimewhen'I'recognizedcloserelationshipsbetweenGaojinandMiranwasthebeginning

ofinterventioninthenovelwhilevoiceofMaxiaojunwhobecameanadultfrequentlyappeared

asnarratorfromtheintroductionofthemovieandaddedexpatiationabouthisownmentalityand

situationsatthattime.

Mainstoryofthenovelseenthroughsegmentsofincidentswasremembranceofmemoryin

suchbeautifultimebecomingawareoftheoppositesexduringmiddleschooldayswhenthe

characterhabituallydidwanderinganddeviation,andwascontinuousconfessionthatthe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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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thetimeofinterventioninto'presentI'asanovelisttothepresenttimehadbeendistorted

andexaggerated,andthus,hepromisedtocompleteastoryevenitisafictionbyI,areal

writer.Asaresult,remembranceofamemoryuptonowcannotbeconfirmedfromwhenitis

actuallyafiction.Inotherwords,itbecameliterature.Mainstoryofthefimisthatadolescents

themselvesdestroythefreedomwhichtheyobtainedfromabsenceoftheirfathers(adults)during

theCulturalRevolutionbecausetheycannotcontrolfriendshipanddeviationandcannotsuppress

desirefortheoppositesexes.Inaddition,thefilmaddedfigureofyoungMaxiaojunin1969which

wasnotinthenovelandmadetheset-updifferentlyfrom thenovelbychangingtime

arrangementthathedrovealimousinewithme,wholastlybecameanadult,aswellasfriends

inBeijingstreetandmetafoolagain.FigureofyoungJiangwenwasprojectedintoMaxiaojun

sothattheset-upinthecinemawasdifferentfrom thenovel.

Next,changesincharactersarosewhilenovelwascinematizedinsuchwaysthatset-upof

existingcharacterswaschangedornewfiguresappearedornewepisodeswereadded.Ifwelook

itintospecifically,itcreatedandaddednewcharacterssuchasMr.Hu,motherandafoolwhile

set-upwaschangedeventhoughLuyiku,fatherandetcappearedinthenovel.

Anoverallviewshowsthatthenovelandcinemascarcelyuseideologicalelementslike

dazibao,criticismstruggleortheRedGuardwhicharecommonlyusedinotherfilmswiththe

CulturalRevolutionastheirmaterialsoftimesetting.CodeoftheCulturalRevolutiondidnot

havemuchinfluenceoverMaxiaojun,theheroofthecinema,togetherwithhispartybutthey

enjoyedthem,instead.Oritmayberighttosaythattheyfelthomesickfaintly.Thisresults

fromaviewpointthattheCulturalRevolutionwasaprocesstohavebeeninevitablyexperienced

fortheChinasocietytobecomemature.Wecansaythatthesourceofsuchaviewpointis

'nostalgiaforoldsocialism',aculturalphenomenoncreatedbyinconvenienceofincompletemarket

systemanduneasinessresultingfromrapidlychangingsocietyinterlinkedwithintellectuals'

shiftingfromtheculturecentertoitsfringewithTiananmenMassacrein1989asamomentum,

TengHsiaoping'sNanxunjianghuain1992andthe100thanniversaryofMaozhedong'sbirthdayi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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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1.연구 목

소설과 화는 문자와 상이라는 서로 다른 표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날 소설에서 화로의 환이나 화에서 소설로의 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소설과 화의 상 성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화의 경우 직 으로 드러

난다.소설의 화화는 문학 인 허구를 화라는 특정한 매체의 특징에 맞게 형

상화한 것이다.

소설과 화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이 들이 모두 서사1)

를 바탕으로 하는 술이라는 공통 에서 기인한다.채트먼에 의하면 서사물은

‘스토리’와 ‘담론’으로 이루어졌다.스토리가 서사물의 내용,즉 ‘사건’이라면 담론

은 서사물의 표 ,혹은 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2)

사실 화는 실을 있는 그 로 보여 수 있다는 상 매체의 특징과 인

쇄 매체의 표 갈래인 소설의 서사성을 융합하여 문화로 탄생했다.3)

소설에서 화로의 환은 문자에서 상으로 서로 다른 기호체계로의 이

를 의미한다.매체 환이란 하나의 텍스트가 원래의 매체인 표 양식에서 벗어

나서 새로운 매체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매체 환은 텍스트 체계에

양 인 증가와 질 인 변화를 가져온다.따라서 화 객들은 문학 작품의 독서

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지각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4)

문자 매체인 소설을 통해 형성되는 문학 이미지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상

상되어지는 것으로,이 성을 암시할 수도 있다.그러나 화는 서사보다는 이미

지로 먼 다가온다. 화를 본다는 것은 이미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다.따

라서 화는 언어 사유를 구체 이고 명확한 공간세계로 가시화한다. 화의

1)서사란 ‘사건의 서술’을 미하며 서사물은 서사로 이루어진 형성물을 말한다.

2)시모어 채트먼,김경수 역,「 화와 소설의 서사구조」,민음사,1996,21쪽

3)신재훈,「 상 매체의 문학텍스트 개입에 한 연구」성균 학원 박사학 논문,2000,17쪽

4)보리스 아이헨바움,오종우 역,「 화 양식의 문제」,열린 책들,200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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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그 명료성 때문에 더욱더 직 이며 명확하다.5)이처럼 문자 매체를

사용하는 소설의 미학과 상매체를 사용하는 화의 미학은 차이가 있다.

한 소설과 화는 그 작업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소설은 작가의 상상

력과 창조력에 의한 개인의 산물인 반면, 화는 원작자,시나리오 작가,감독,

제작자,배우,촬 기사,조명 기사 등의 스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작업의

소산이다. 소설은 화자와 그 시 ,어조 등에 의거하는데 화에서 담당하는 것

은 미장센이다.카메라의 움직임,각도, 치 거리등 시각 요소를 감독이 지시

함으로써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를 카메라를 해 무 화 하는 것이다.

소설의 화로의 환에 있어 소설은 상 매체의 특성상 음향효과,배경음

악 등의 청각매체와 의상,분장,미술효과 등의 시각매체가 첨가된 종합 술로

변모된다.따라서 화는 소설을 음향화,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원작이 미처 재

해 내지 못한 부분마 잘 표 해 원작과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소설을 화화 할 때 유의해야 할 은 원작이 갖는 내용과 형식의

계,기호 서술의 체계,의미나 형식의 향 방식 등을 악하여 화 기

호체계로 히 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요컨 원작에 충실한 재 이 문제가

아니라, 화라는 매체의 특징과 화화 되는 당 의 시 상황, 객들의 요구

등의 제반환경에 따라 서술의 확장과 축소 혹은 변용이 필수 으로 수반된다.

화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을 한 술 장르이다.특히 소

설을 원작으로 한 화의 경우 일차 으로 소설을 통해 검증된 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상업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소설에서 화로의 상호텍스트성에는 환과정 에 원작 내용의 축소 생

략,이야기 개의 과감한 비약 등을 요구한다.객 인 시각화를 요구하는

화는 시 의 변화,혹은 인물의 추가와 삭제,장소와 시간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소설의 추상 이고 념 인 언어로 기술되는 시공간의 형상을 상이라는 가

이고 구체 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소설과 화의 개성에 한 연구는 학회의 소논문을 통해서 꾸

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그런데 이 분야에 한 학 논문이 상 으로 다

는 것은 그만큼 개척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그 동안의 논문을

5)루이스 자네티,김학용 역,「 화와 문학, 화-형식의 이해」 도스토 스키,1988,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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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해 살펴보면 두 장르의 스토리와 담론을 비교하거나,6) 소설의 독자성을 밝

히거나,7) 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것8)등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소설과 화 어느 한 쪽에 심을 두고 있는데,그 분석은

필연 으로 ‘매체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러나 매체의 차이가 차 희미

해져 가고 통합되어가는 실을 감안해 볼 때, 다른 방식으로의 연구 방식이

요구된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소설의 화화에 따른 소설과 화,두 장르

의 사건 분 을 통해 스토리 표 방법 변형과 인물 변형을 비교하고 변형의

의미에 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 반부터 90년 반까지 국의 문학 내지는

통속문학을 표하는 작가 王朔의 작품 가운데 냉랭한 비평계의 반응과 열렬한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모순된 상황에 있는 王朔의 여타 작품들과 달리 비평계와

독자들 양자에게 모두 환 을 받았던.9)’1991년 作 소설《動物凶猛》과 이를 원작

으로 화한 姜文의 감독데뷔작 1994년 作 화《陽光燦爛的日子》을 비교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본격 인 연구에 앞서 한국에서의 王朔의 《動物凶猛》와 姜文의 《陽光燦爛

的日子》에 한 선행연구에 해 조사해 본 결과 박사논문은 한 편도 없었으며,

석사논문은 王朔의 《動物凶猛》번역 논문으로 손소라의「햇빛 찬란한 날들」10)

이 유일하다.석사논문 최재용의 「王朔 소설 연구」11)에서‘王朔의 소설 창작

에 있어 요한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 한 추구와 그 과정을 살펴

보기 해 《動物凶猛》을 하나의 節로 다루고 있다.12)‘하지만 이는 체 인

王朔 소설 연구에 한 일부분일 뿐이므로 《動物凶猛》을 연구했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학 논문은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온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자면,최문 의 「王朔의 《動物凶猛》일

고찰」13)에서는 비평계와 독자들 양자에게 모두 환 을 받은 《動物凶猛》을 王

6)이수 ,「원작소설과 각색 화의 비교 연구」,고려 학교 석사논문,2006.

7)방재석,「소설과 화의 계 양상 연구」, 앙 학교 문 창작과 박사논문,2002.

8)김 철,「소설의 상화 과정에 한 연구」,한양 학교 박사논문,1999.

9)최문 ,「王朔의 《動物凶猛》일고찰」,『 국학논총』22집,2007.

10)손소라,「햇빛 찬란한 날들」,고려학교 인문정보 학원 국어번역학 석사학 논문 2002,

11)최재용,「王朔 소설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5.

12)앞 논문 8쪽 인용

13)최문 ,「王朔의 《動物凶猛》일고찰」,『 국학논총』22집,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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朔과 문화라는 틀을 떼어놓고 작품을 심으로 조명하고 있다.김재남의

「文革의 암 : 童의 「刺靑時代」 ,王朔의 「动物凶猛」 ,東西의 「耳光饗

亮」 의 문 의 정신 창상을 심으로 」14)에서는 《動物凶猛》을 포함한

세 편의 소설을 통해 문화 명의 속성과 불가분의 계라 할 수 있는 패권쟁

탈을 한 무력충돌과 무력행사의 일상화와 무력지상주의에 한 맹종,

그로 인해서 페허화 된 청소년기,후일담 식의 회환과 감개 어린 서사특색에

해 서술하 다.다음은 박춘식의 「소설의 화화와 서사의 변형 -소설 《動

物凶猛》과 《陽光燦爛的日子》의 비교를 심으로」15)에서는 소설과 화의 서

사구조를 알아보고,실제 화에서 그 구성 요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는지

분석하 다.마지막으로 박정희의 「사회주의 시기 베이징의 기억․공간․일상

:「사나운 짐승들」과 「햇빛 쏟아지던 날들」을 심으로」16)는 사회주의 시기

北京의 정치 공간배치와 이를 통한 일상의 통제를 보여 과 동시에 명담론

에 한 복과 해체를 시도하는 서술에 주목하고자 하 다.그러나 의 논문들

김재남의 논문에서 《動物凶猛》에 할애되는 분량은 3페이지를 채우지 못한

다. 한 최문 의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의도했던 문화 상과 王朔를 분리하여

작품을 심 분석하려는 노력은 보 으나 오히려 그 부분을 무 의식했다는 인

상을 지을 수 없었다.박춘식의 논문에서는 단순한 서사 변형의 결과의 나열이

주를 이루었으며,박정희의 논문은 화와 소설의 텍스트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치

공간 배치의 내용이 심이 되었다.이 듯 학술지 논문 편수도 총 4편으로

연구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설과 화의 창작배경,공간배경,시 배경을 분석하고

화와 원작 소설의 서사를 비교 분석하여 소설의 화화라는 매체의 변화 과정

을 통해 스토리 표 방법과 인물변형이 주제 형성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이러한 근은 소설의 화화와 그 의미를 추출하

는데 긴요함은 물론 소설과 화,두 장르가 갖는 상호교섭 계를 확인하고 나

14)김재남,「文革의 암 : 童의 「刺靑時代」 ,王朔의 「动物凶猛」 ,東西의 「耳光饗亮」 의 문 의 정

신 창상을 심으로 」,『 국학연구』16집,1999.

15)박춘식,「소설의 화화와 서사의 변형-소설 《動物凶猛》과 《陽光燦爛的日子》의 비교를 심으로」,『

국어문학』51집,2008.

16)박정희,「사회주의시기베이징의 기억·공간·일상 :「사나운짐승들」과 「햇빛 쏟아지던날들」을 심으로」,

『서강인문논총』27집,2010.



- 8 -

아가 다른 융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단한다.

2. 작가와 감독 소개 

1)王朔의 생애와 작품

만주족 출신인 王朔는 1958년 南京에서 의사인 어머니와 해방군 정치학원 교

원인 아버지 아래 형 인 시민가정에서 태어났다.유년기부터 부모를 따라 北

京 외곽의 군부 다원에서 생활했으며 등학교 2학년에 문화 명을 맞이하

게 된다.그의 아버지는 명에 참가하기 이 특무 경력이 밝 져 타도 상이

되었고 이때부터 王朔는 정치 허무주의를 가지기 시작하 다.문화 명이 종

결된 뒤 1976년 北京 제44 학을 졸업하고 국인민해군 北海함 에 입 하 으

나 군내부의 심각한 부패에 다시 환멸을 느끼고 자아 일탈이라는 방종의 탈

출구를 찾기에 이른다. 역군인의 신분으로 군 내외를 자유로 출입하며 도박

이나 술,여자를 탐닉하고,심지어 부 에서 물품을 빼내어 간에서 이윤을 취

하는 암거래에 발을 들여놓았다.그 결과 1982년 당 앙에서 실시하는 경제사범

일제 단속기에 구속되어 벌 형을 선고 받았다.1978년 학 입학이 재개되고,

王朔은 문과에 입학하고자 작문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그 시기에 우연히 《解放

军文艺》에 습작한 것을 투고하여 입상을 하게 되는데,이것이 바로 그의 처녀작

인 단편소설 「等待」이다.

등단 이후 군인작가로서 국 인 명성을 얻은 그는,1983년 직업작가로 향

하여 본격 으로 문학작품 활동을 시작하 다.王朔가 본격 으로 국 문단에서

유명해 지기 시작한 것은 1984년에《空中 姐》을 발표하고 나서 부터 다.스튜

디어스라는 문직 여성의 사랑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1985년

작품 《浮出海面》는 王朔가 지 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그

린 자 소설이다.1986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 《一半是火焰,一半是海

水》,《橡皮人》,《 主》,《玩的就是心跳》등 단편소설 3편, 편소설 9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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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소설 2편 총 14편의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 고,이러한 王朔의 작품들은 기존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개방화되고 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실 사회에 한

풍자와 비 ,부 응 등을 北京의 구어와 욕설,조롱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묘사

하 고,문단 독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王朔의 첫 번째 창작단계라 할 수 있는 기 작품들은 주로 ‘사랑’,‘연애’이야

기가 주를 이룬다.17)王朔의 연애소설은 술 기교 방면에서,자신의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 으나,傳奇식의 낭만 인 사랑을 묘사하 다.

1988년에는 王朔의 소설 네 편이 화화 되어 개 되어 ‘王朔 열풍’을 만들어 냈다.18)

1990 들어서부터 TV드라마라는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1991년 《编辑部的

古事》를 시작으로 1992년 직 제작까지 참여한 《渴望》이 흥행에서 성공을

하 으며 같은 해 《渴望》외에도 2편의 드라마에 더 참여하 다.19)

상기와 같이 王朔은 1978년부터 1999년까지 단편소설 6편, 편소설 21편,장

편소설 4편,총 31편의 소설을 썼다. 王朔의 작품들은 기존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개방화되고 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실 사회에 한 풍자와 비 ,부

응 등을 北京의 구어와 욕설,조롱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묘사하 고,이러한

王朔 고유의 특징들은 ‘王朔 열풍’,‘王朔 상’이라 불리울 만큼 에게 선풍

인 인기를 얻었다.王朔는 80년 말 90년 국문단을 언 할 때 빠트릴 수

없는 요한 작가가 되었다.신사실주의 작가들이 일반 서민들의 애환과 삶에

한 진솔미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며 당시 문단에서 자신들의 문학 입지를 수

립했다면,王朔는 신세 은이들의 정신유랑자 사고와 그 생활을 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당시 국 청년들의 문화 웅으로 떠오르게 된다.그의 작품의

인기를 반 하듯 王朔의 소설을 원작으로 여러 편의 드라마 화가 제

작되었는데,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空中 姐》,《浮出海面》,《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

18)1988年 《顽主》,米家山감독,峨嵋电影制片厂 제작,《轮回》，黄建新감독,西安电影制片厂 제작

《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夏刚감독,北京电影制片厂 제작,《大喘气》，深圳影业公司 제작

19)1991年 《编辑部的古事》(合作)，北京电视艺制作中心 제작

1992年 《爱你没商量》，北京文化艺术音像出发社 제작

《过把瘾》，赵宝刚 감독

《渴望》,王朔이 기획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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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작품 1984년 제작된《空中 姐》은 같은 해 발표한 편소설「空

中 姐」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1992년 赵宝刚 감독에 의해 제작된 《過把

瘾》는 1989년 발표한 편소설「永矢我爱」과 1992년에 발표한 편소설「过

把瘾就死」,「无人喝彩」 총 3편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다.

화 시나리오 에서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다수 있는데.1987년에

제작된 화《天使与魔鬼》과 1988년에 제작된 화《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

두 편은 각각 다른 해에 다른 감독,다른 화사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원작이

1986년 발표된 편소설 「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이라는 공통 을 가진다.

1988년에 제작된 화《轮回》은 1985년에 발표된 편소설 「浮出海面」을 원

작으로 하고 있다.1994년에 화배우로 유명한 姜文의 감독 데뷔 화《陽光燦爛

的日子》는 1991년에 발표된 편소설 《動物凶猛》이 원작이고 개 되지는 못

했지만 王朔이 직 감독하여 1994년에 제작한 화 《爸爸》은 1991년에 발표

된 장편소설 「我是你爸爸」이 원작이다.1997년 冯 刚감독의 출세작이라 할수

있는 화《甲方乙方》의 원작은 1992년에 발표된 편소설 「你不是一个俗人」

이다. 王朔이 작품활동을 잠시 멈춘 2002년에 张元감독에 의해 제작된 화

《我爱你》의 원작은 1992년에 발표된 편소설 「过把瘾就死」이다.한국에서

《아이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개 된 이 있는 2006년도 제작된 화《看上

去很美》은 1999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看想去很美》이 원작이다.결론 으로

王朔이 화 시나리오에 참여한 작품 13편 王朔의 소설이 원작이 된 것은 8

편이다.이 듯 王朔의 작품들은 차세 화감독들에게 깊은 감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2)姜文의 생애와 작품

화 《陽光燦爛的日子》의 감독인 姜文의 본명은 姜 軍으로 1963년 1월 5

일 외가가 있던 河北城 唐山에서 출생하여 유년기를 보냈다.부친 姜洪齊는 군인

으로 한국 쟁에 참 했었으며 모친은 음악 교사 다.부친의 직업상 贵州,胡南

등을 하다,1973년 姜文이 열 살 되던 해에 北京의 5號 大阮으로 이사하

다. 국을 떠돌던 유년의 환경은 姜文에게 지 않은 향을 주었고 동시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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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사회 경험을 쌓게 해주었다.이사 후 北京72 학교로 학하여 1979년에

졸업한 姜文은 北京电影學院에 진학하기 해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뒤 재

수하여 다음 해에 中央戏剧學院에 응시, 张仁礼의 에 띄어 선발 다.1980년

中央戏剧学院의 연기학과에 입학하여 1984년 졸업하 고 21세에 국 청년 술

극원에 직장을 배정받았다.그 후,《家庭大事》、《高加索灰阑记》등의 작품에

출연한다.그의 주요 화 출연작으로는 1985년 陈家林 감독의 《末代皇后》,

1986년 3세 표 감독 谢晋의《芙蓉镇》,秦怡감독의《花轿泪》 1987년 본인의

표작이라 할 수 있는 5세 표 감독 張藝謨의 《红高粱》,1988년 凌子风감

독의 《春桃》,4세 감독 谢飞의 《本命年》등이 있다.

1993년 馮 剛 감독이 연출한 TV 드라마 《北京人在纽约》에 출연하여 연기

력과 의 폭발 인기를 얻게 된다.1990년 후,姜文은 배우에서 감독에 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刘晓庆의 극 인 지지로 姜文은 직 시나리오에 쓰일 소

설을 찾고,메가폰을 잡기에 이른다.20)姜文은 재까지 장편 화 4편을 연출하

여 개 하 고,옴니버스 화 1편에 참여하 다.姜文이 감독으로 연출한 화

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뷔작은 1994년《陽光燦爛的日子》으로 王朔의 1991년 作 《动物凶猛》을 원

작으로 제작되었다.두 번째 작품은 2000년 에 제작된 《鬼子来了》로 제 53회

칸 국제 화제는 이 작품으로 姜文에게 그랑 리(심사 원 상)을 안긴다.반

로 국정부는 姜文에게 7년 동안 화제작 지를 명령한다.정확히 7년 후 2007

년 세 번째 연출작《太阳照常升起》 개 하게 된다.사계 이 모두 담겨 촬 기

간만 일 년이 넘게 걸린 이 화는 무 복잡하고 어려운 롯으로 객들의 외

면을 받는다.2010년 네 번째 화 《讓子彈飛》가 개 된다.馬識途의 夜譚十記

盜官記를 원작으로 한 화는 국 내에서 1억달러의 흥행 기록을 세운다.그

리고 재 차기작《一步之遙》을 제작 이다.

姜文은 서방 화계의 찬사에 무 일 익숙해져버린 5세 감독들의 매

리즘과,당국의 압력을 피해 마치 게릴라 을 치르듯이 힘겹게 거리에서 화를

는 독립 화 감독들 사이에서 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국의 재를 있는 그

로 바라보고자 시도한다.

20) 를 들어 池莉의《你是一条河》、苏童의《红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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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경 분석

1. 창작배경 

1)《動物凶猛》의 창작 배경

《動物凶猛》은 나와 동년배 사람들과 인사를 나 기 해 쓴 작품이다.21)

작가의 말에 의하면 원래 《動物凶猛》은 《过把瘾就死》,《许爷》와 함께 하

나의 큰 장편소설의 일부로 구상되었던 것이라고 한다.그는 이 작품을 쓰고 나

서 매우 후회하 는데,원고 마감시간에 쫓겨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그 안에

담아 넣을 수 있었을 만한 수법을 이 편 하나에 부주의하게 다 써먹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2)그러한 압축 때문인지,이 소설은 그의 이 소설

들과는 사뭇 다른 풍격을 갖게 된다.

1990년 들어 경제 개 의 가속화와 국 사회의 상업화 과정이 유례없이 빨

라지면서 국은 웅시 에서 보통 사람들의 시 로 변화했다.90년 국에서

카리스마형의 인이나 명 같은 비상 인 수단,그리고 유토피아 신화 같은 것

이 퇴조하 다.이에 따라 1980년 와 비교하여 1990년 국에서 지식인들의

지 와 역할이 주변화,세속화되었다.앞 세 상흔문학 작가들이 문화 명 그

자체를 지워버려야 할 기억으로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 명을

‘재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그 기 때문에 ‘문화 명의 기억이 담긴 어린 날

의 표 ’이라는 王朔 세 의 문화 유행은 그 속에 담긴 자본주의 욕망을 비

하는 데서 더 나아가,1980년 에 구축되었던 문화 명의 기억이 다시 국

21)王朔,『我是王朔』，国界文化出版公司，1992，48쪽

22)王朔,「『王朔文集』自序」,葛红兵 外편,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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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문화 토 안으로 귀환해 들어오는 하나의 조로서,그 의미와 한

계를 고르게 짚는 균형잡힌 평가를 요한다.자본주의 욕망의 화신으로 등장한

‘개인’,그들이 1990년 이후 국문학의 주인공이 되었다.더불어 1990년 上

海,北京 등 국 도시를 강타한 노스텔지어의 바람 속에서,문화 명이라는

거 한 역사는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 잘게 쪼개져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

으로 소비되었다.상기에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유년기에 문화 명이

라는 거 서사를 함께 겪은 동년배들과 개인의 기억을 나 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이처럼 문화 명기 개인의 추억을 힘겹게 기억하고 상상해

내고 있다는 것은,자신의 상화를 그려보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陽光燦爛的日子》의 창작 배경

그 때의 하늘은 지 보다 랗고,구름은 지 보다 하얗고,햇살은 지 보다 따뜻했다.그

때는 비도 내리지 않아 마치 장마가 없는 것 같았다.회상해보면 그때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아름다웠는데,나는 그러한 내 변화에 따라서 이 화를 었다.23)

국의 국민배우 姜文은 1990년 에 들어서면서 배우에서 감독에 심을 가

지기 시작했다.刘晓庆 감독의 극 인 지지로 직 시나리오에 쓰일 소설을 찾

고,메가폰을 잡기에 이른다.24) 하지만 여러 이유로 감독의 꿈을 실 하지는 못

했다.1992년 그에게 요한 기회가 찾아왔다.王朔가 姜文에게 갓 출간된 한 편

의 소설을 보내온 것이다.그 편소설의 제목은 《動物凶猛》,그날 밤 姜文은

하룻밤 사이에 단숨에 6만자의 그 소설을 다 읽고 격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王朔는 처음에 姜文이 원고를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하지만 姜文이 고친

원고를 자신이 다시 수정해서 9만자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로써 姜文의 감

독 데뷔작인 화《陽光燦爛的日子》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姜文은 1994년 국,홍콩, 만에서 제작비 120만달러를 끌어들여 《陽光燦

爛的日子》를 완성했다.12분짜리 러시필름을 본 양철북의 독일감독 폴커 슐뢴도

23)黃地,<姜文直抒胸臆>，《电影故事》，1994，7쪽

24) 를 들어 池莉의《你是一条河》、苏童의《红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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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가 그가 표로 있는 바벨스베르크 스튜디오로 姜文을 불러 편집할 수 있게

돕기도 했다.이 게 해외에서 감독으로 인정받는 그이지만, 국 내에서 姜文은

골칫덩어리 감독으로 분류된다. 국 정부는 《陽光燦爛的日子》에 날카로운 검

열의 칼날을 들이댔고 베를린 화제에 출품하기 해 1년이나 실강이를 벌여야

했다.

검열은 당혹스러웠다.그들은 내 화를 어떻게 야 할지 몰랐다.왜냐하면 그 화가 새

롭고 험하기 때문인데,아무도 문화 명기를 햇빛 쏟아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다.

姜文의 화 《陽光燦爛的日子》는 1995년의 요한 국 화 하나

다25). 이 화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충격과 당혹감을 주며

결국 1995년 국 화 시장 순 표 앞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陽光燦爛的日

子》의 충격과 히트는 사실 1995년 국 화가 을 회복했다는 요한 근거

하나가 되었다.《陽光燦爛的日子》가 화려한 박스오피스 기록을 창출한 것은

1995년에 면 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마 술을 성공 으로 운용했기 때문

만은 아니었다.그것은 '태생 으로'팔릴만한 화 다.우선, 화에 '스타 효과

'가 있었다.姜文 감독은 문가,미디어, 객에게 공히 많은 사랑을 받은,얼마

되지 않는 연기자이자 스타이다.그리고 《陽光燦爛的日子》의 제작에서 배 에

이르는 과정에서,텔 비 연속극 <뉴욕의 베이징인>의 방 과 센세이션으로

인해 그는 가장 명한 화배우이자 동시에 구나 아는 의 우상이 되어

있었다.그래서 그가 화를 '스스로 어보겠다'는 의욕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그의 모든 행동,주제 선택 련 분쟁은 미디어에게는 시종 잘 팔리는 가십거

리 다. 화의 원작 《動物凶猛》은 90년 비난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문화

계 스타이자,1949년 이래 최 의 베스트셀러 작가 던 王朔의 명작이었다.王朔

가 말 그 로 '우정출연'함으로써, 화의 흡인력은 더욱 높아졌다26). 어린 주

인공 馬 軍 (‘작은 姜文'으로 불린다)역을 찾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열 했고

25)1994년에 제작되어 국제 화제에 출품하 으나,정부의 허락없었다는 이유로 자국 내 상 이 불허되어

1년 후 1995년에 개 .

26)100 100의 패싸움을 출 없이 마무리한 작가를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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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에 부화뇌동했다.주인공을 연기한 ‘夏雨‘를 발견했을 때는, 객들은

자신들도 참여했다는 생각에 회심의 반응을 보 다."(姜文을)닮았다,정말 닮았

다“라고 말하며 객들은 미래에 ,소 姜文이 같은 화에 출연하는 것에 한

호기심과 기 감을 가졌다.그리고 직업이 배우가 아니었던 夏雨는 결국 《陽光

燦爛的日子》 단 한 편으로 베니스에서 최고의 치에 올라섰다.당연히 화계

와 미디어는 한 번 이 이야깃거리에 열 했다.둘째로,'문화 명'을 배경으

로 한 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陽光燦爛的日子》는 심의 과정에서 모

종의 방해를 받음으로써 국 의 특이한 ' 지'콤 스를 자극했고 이는

남보다 먼 보려는 의 욕구로 이어졌다.즉각 으로 이 화와 자신을 동일

시했던,수많은 馬 軍 혹은 王朔의 동시 인들은 그 속에서 늘 권 서사에

의해 가려져 있던 세월과 기억의 상처를 찾을 수 있었다. 화를 통해 그들이 그

동안 가질 수 없었던 '상상 회고'의 느낌이 발 되고 표 될 수 있었던 것이

다.'문화 명의 기억이 담겨 있는 어린 날을 표 하는 것'이 1990년 의 어

떤 문화 유행이었다면,그것은 사실상 새로운 문화 요구를 의미했다.4세

식으로 '역사 인질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해 개인 서술을 요구

한 것이었다.그것은 간혹 문화 의미에서 새로운 세 가 등장하는 모습과 방식

이었다.《陽光燦爛的日子》의 문화 의미 하나는 그것이 '문화 명'의 기

억에 한 개인화한 쓰기를 성공 으로 실 했다는 것이다.여기에서 소 개

인화란 결코 ’작가 화‘혹은 개인의 '풍격'상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다.역사

와 사회 시 ,서술자 신분 치와 맞물려 들어가 이를 개인 으로 표 하

고,이를 통해 서사를 주변화하거나 혹은 서사의 심을 편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쓰기 방식으로 인해 화는 사실상 당 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청춘 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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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배경 

1)《動物凶猛》의 공간 배경

고도의 면모를 지니고 있던 北京 지역문화는 신 국 건립 후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1949년 이후 공산당 간부들은 北京에 입성하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

기 해 北京 곳곳에 군부 숙사인 大院을 건설한다.大院의 건립으로 北京문화

는 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新北京의 호방한 기개,열정은 신속하게 北京의

요한 치를 유하게 되고 老北京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신 국 건립 이후,

국의 사회,정치 지 는 大院에 거주하는 간부와 지식인등의 新北京인들이

유하 고 그들은 北京의 가장 요하고 활동 인 계층으로서 北京 도시문화의

주인공이 되었다.大院에 거주하는 간부와 지식인은 신 국 정치⁃경제⁃문화의

실제 권력자로 신정권과의 계가 긴 했고 신제도하의 새로운 생활방식을 체

하 다.大院문화는 이데올로기의 향을 깊게 받은 문화이다.

이로써 老北京들이 거주하는 胡同문화와는 다른 大院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

다. 王朔는 「玩主」,「玩的就是心跳」,「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千万別把

我当人」등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는데,이 소설들은 北京의 大院이 배경이라는

공통 을 가진다.이는 王朔가 大院에서 성장하 고 오랫동안 생활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王朔은 소설 속 많은 분량을 北京의 거리 모습,상 ,주요 국가기 ,

大院 등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소설 속 몇 장면을 로 들자

면 다음과 같다.

① 이런 종류의 시 행진이 있는 날은 모두가 녹 가 되었다.한참을 걷고 걸어 앙

시장까지 가서 장을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그 길을 되돌아 학교정문에 돌아온 후에야 행

진이 끝났다.그 날은 천안문 성곽 주 를 감시하는 지도원들이 나오지 않아 커다란 붉은

등과 汉白玉 난간 사이가 텅 비어있었다.27)

② 나는 朝阳门에서 101번 버스를 탔다.그리고 한 정거장을 지나 인민문학출 사의 회

27) 这种游行示 通常是很累人的，要走很远的路到 中心广场，绕广场一周后再走回来，到了学校门口再解散。

那天天安门城楼上没有什么领导人出来检阅我们，大红灯笼和汉白玉栏杆间空空荡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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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건물 앞에서 내렸다.외교부의 국기가 흰 벽돌건물 안에서 펄럭 다.나는 지 은 西德

식당으로 불리는 회교도가 운 하는 红日 吃店에서 튀김을 하나 사서 거리로 나섰다.그

리고 튀김을 입에 물고 北 街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烧酒골목입구의 공 화장실에서 튀김을 다 먹어치운 나는 이제는 길거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 추측했다.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南弓匠營골목을 지나 계속해

서 북쪽으로 걸어갔다.이 에 내가 다니던 학교가 바로 이 골목 근처에 있었다.학교는

이미 수업이 시작되어 골목에는 지각해서 뛰거나 땡땡이를 치고 어슬 는 녀석들만 있었

다.三义公상 입구에서 나는 마을의 간부하나가 갈색 세단을 몰고 건물을 막 빠져나가 南

门仓골목으로 꺾어지는 것을 보았다.내가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냥 가기 싫어서…….”라며 배시시 웃었다.28)

③ 그 날 나는 하루종일 그녀의 뒤를 쫓았다.그녀가 高晉의 집에 있을 때는 윗층 난간에

서서 高晉네 집 을 감시했다.그들이 六条골목의 음식 에서 식사를 할 때는 음식

의 식료품 안에 몸을 숨겼다.그들은 거기서 오랜 식사를 마친 후 길가의 자 거포 입구

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 었다.24번 버스가 오자 米蘭은 그들과 헤어져 버스에 올랐다.나

는 高氏형제가 골목으로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식료품 을 나와 가두주민 원회 입구에 세

워놓은 자 거를 타고 北 街를 따라 있는 힘껏 패달을 밟았다.

演乐골목 입구에서 나는 그 버스를 따라잡았다.나는 자 거무리에 몸을 숨겨가며 버스

를 쫓았다.그리고 祿米仓 정류장을 지나서 그녀가 버스의 뒷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

다.그녀는 北京역 입구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그리고 长安로街

로 가서 다시 1번 버스로 갈아탔다.나는 다시 1번 버스를 따라 东单,王府井,천안문,西单

을 지났다.나는 그곳들은 지나면서 北京호텔 신 앞의 철제난간을 붙잡고 호텔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외지사람들과 장 안에서 펄럭이고 있는 국기와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는 사람들을 보았다.그 때는 姚锦云의 장돌격사건이 일어나기

이라 장에 난간이나 둔턱 같은 방어시설이 없었다. 신빌딩 앞을 지날 때 건물

의 자명종이 12시를 알렸다.庆丰만두가게 입구에 만두를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长安극장 앞 역시 이제 막 화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나와 길을 거의

령하다시피 했다.사람들은 하나같이 Norodom Sihanouk친왕(캄보디아 국왕)의 풍채에

한 화제로 열을 올렸다.그 날 하늘은 매우 맑고 푸르러 나는 자 거를 타고 가는 내내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그녀는 공회빌딩정류장에서 내려 가로수 길을 따라 걸었다.나도 자 거의 속도를 여

가며 그녀와 보폭을 맞췄다.

28) 我在朝阳门上了１０１路公共汽车，仅坐一站，便在人民文学出版社的灰楼对面下了车，外交部的国旗在我身

后白色耐火砖院墙内飘扬。我到现今的“西德顺”饭庄当时只是一个叫“红日 吃店”的回民早点铺买了一个炸糕，

边吃边沿着北 街往北走。

　　在“烧酒胡同”口的公共厕所里我吃完了炸糕，估计这条路上已经没有了去上班的院里大人，便出来穿过“南弓匠

营胡同”继续往北，我过去的那所中学就座落在这条胡同里，学校已经 始上课，胡同里只有一些迟到的旷课的

学生在游逛。在“三义公”杂货店门口，我看到院里干部上班乘坐的褐绿色大轿车驶出院门，在前方一个胡同口拐

向“南门仓胡同”消失了。我放心大胆地往院里走、一个我过去的同学站在路边他家院门口和我打招呼，我问他怎

去上课，他笑笑说不爱去。



- 18 -

그녀가 건물이 모여있는 곳으로 길을 꺽어들었다.나는 木樨地 교를 향해 곧장 자 거

를 몰아 三里河路에서 방향을 바꾼 뒤 玉渊潭공원입구를 지나 국과학원건물아래의 二机

部와 재정부 그리고 국인민은행 본 을 지나 드디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그녀는 이

제 막다른 길을 통해 걸어와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29)

의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소설 《動物凶猛》에서 빠른 변화로 인해 이젠

그 흔 을 찾을 수 없는 사회주의 시기 北京의 도시공간과 일상을 재 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소설에서는 문화 명 시기의 北京과 그 시기 특정한

도시집단,즉 어른의 외지 근무로 리가 소홀해진 군부 大院 청소년들의 집단

생활을 그리고 있다.그들은 수업을 무단으로 빠지고,패싸움을 벌이고,소년과

소녀들은 서슴없이 어울리는 등,특정한 시기가 만들어낸 틈새에서 기존에 없던

자유를 린다.

소설《動物凶猛》은 기억의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王朔은 소설에서 그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언 하고 허구의 이야기를 변조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런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다고 토로한다.그 지만 王朔의 《動物凶

猛》은 보기 드문 방식으로 1970년 北京의 실제 장소들에 해 서술 하 다.

비록 소설 속 텍스트는 표면 으로 소년의 자질구 한 일상을 묘사함으로써 거

한 역사를 햇빛 찬란한 소년의 날들로 덧칠해 버리지만,문화 명기 大院이

라는 장소 배경이 가지는 의미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도시와 장소를 진

실하게 재 한 이 허구는 그 시 를 향수하기 한 단순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재와 과거,그리고 사실과 허구가 소통하는 텍스트의 궁극 종착 이 된다.

29)那天我一直跟踪着她。她在高晋家闲坐，我就站在楼上的栏杆柱旁监视着院落的出口。他们一行去“六条”的 饭

铺吃饭，我就隐身在饭铺隔壁的副食店里。她和他们在里面吃了很长时间饭，出来已站在街边自行车铺门口说了

会儿话，然后看到一辆２４路公共汽车驶来，她便和他们告别，上了公共汽车走了。等高晋他们进了胡同，我便

从副食店出来，骑上 在居委会门口的自行车沿着北 街奋力骑去。

　　在“演乐胡同”口追上了那辆公共汽车，然后一直隐在骑车的人群中尾随。过了“禄米仓”站，我看到她在公共汽车

的后排座上坐下。她和很多人一起在北京站口下了车，然后上了长安街，上了一辆１路公共汽车。我跟着这辆１

路车经过东单、王府井、天安门和西单，看到北京饭店新楼前扒在铁栅栏上看自动门 合的外地人，广场上飘扬

的国旗和照相的人群，那时姚锦云还没有架车冲撞人群，广场上没有设置任何围栏和隔离墩。

　　我经过电报大楼时，大楼上的自鸣钟正敲１２响：“庆丰包子铺”门前有很多人在排队买包子：“长安戏院”刚散了

一场电影人群拥挤着占了半条马路，人们 论着西哈努克亲王的风采。那天晴空万里，我一路骑车心旷神怡。

　　她在“工会大楼”站下了车，沿着林荫道往前走，我放慢骑速，在大街上与她遥遥平行。

　　她拐进了楼区，我径直骑向木樨地大桥，拐上了三里河路，经过玉渊潭公园门口，从中国科学院大楼下骑过“二

机部”，经财政部和中国人民银行总行楼前骑到她家楼前捏闸停住。她正好刚从另一条路到达，进了楼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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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陽光燦爛的日子》의 공간 배경

나는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부럽다.그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향이 있다.설령 이 고향이 가난과 배고픔에 든 척박한 산간벽지일지라도 그들은 원할

때면 언제라도 마음의 공허를 메울 수 있는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며 삶의 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나는 아주 어릴 에 고향을 떠나와 이 도시로 이주해왔다.그리고 단 한 번

도 이곳을 떠나 본 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를 고향으로 여긴다.이 도시의 모든 것은 순식

간에 변해 버렸다.집이며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복장과 화제는 오늘날에 이르러 이미 완

히 변해서 우리들의 기 으로 볼 때 매우 새롭고 세련된 도시가 되었다 흔 도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졌다.30)

1958년생인 王朔과 1963년생인 姜文은 北京에서 유년시 을 보냈으며 부친이

부 와 련된 직업을 가졌다는 공통 을 가진다.따라서 군부 의 大院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성장하게 된다. 화 《陽光燦爛的日子》에서도 70년 반의

北京의 거리와 大院 안 골목과 건물들이 여러 장면에 등장한다.그리고 그 곳을

배경으로 주요 사건들이 발생한다. 화 속 馬 軍이 美蘭의 귀가를 확인하기

해 늘 올라가있는 大院 건물 지붕들과 외부 경 은 말할 것도 없고 馬 軍의 취

미인 만능열쇠 만들기와 자물쇠따기로 몰래 들어간 빈 집들의 내부 가구배치까

지도 당시와 엇비슷하게 재 했다.馬 軍이 자 거를 타고 달리는 大院의 골목

들,그리고 당시 北京에서 유명한 장소 던 모스크바 식당은 《陽光燦爛的日子》

에서 100 100패싸움 후 화합 장면과 馬 軍의 생일장면에서 아주 뚜렷하게 묘

사된다. 화는 개 개방 이후 빠른 변화로 인해 이제는 그 흔 을 찾기 힘든

사회주의 시기 北京의 도시공간과 일상을 재 하고 있다.이는 마지막 Eeding부

분에 소설에서는 없는 성인 馬 軍과 친구들이 유년시 에서 20년 후 90년 북

경의 겨리를 리무진을 타고 지나는 장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낸다.

화에서 나타나는 大院에서의 추억은 홍소병 출신인 姜文의 문화 명 시기

기억과 상상의 반복된 과정일 수 있다.이처럼 개인의 추억을 힘겹게 기억하고

상상해내고 있다는 것은,자신들의 상화를 그려보고자 하는 감독의 노력의 결

30)我羡慕那些来自乡村的人，在他们的记忆里总有一个回味无穷的故乡，尽管这故乡其实可能是个贫困凋敝毫无诗

意的僻壤，但只要他们乐意，便可以尽情地遐想自己丢殆。尽的某些东西仍可靠地寄存在那个一无所知的故乡，

从而自我原寡和自我慰藉。我很 便离 出生地，来到这个大城 ，从此再也没有离 过，我把这个城 认做故

乡。这个城 一切都是在迅速变化着——房屋、街道以及人们的穿着和话题，时至今日，它已完全改观，成为一

个崭新、按我我们标准挺时髦的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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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시대 배경

1)《動物凶猛》의 시 배경

기억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었던 것,그리고 아마도 스스로 만들었던 이

미지 등을 끄집어내는 것이다.그래서 기억은 개인 이고 주 인 것처럼 생각

된다.기억은 한 개인의 두뇌 속에 있는 기억체계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인 이고 주 으로 보이는 기억은 사회에서 공유되

는 언어로 구조화되고,시공간 개념에 의해 형성되고,문화 가치에 향을 받

는다.즉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의해 특정과거가 강조되거나 변형되거나

망각된다.때문에 기억은 사회 이다.

사회 성격을 지닌 기억은 과거에 한 사실을 재 필요성에 따라 끄집

어낼 수 있다. 요한 역사 ‘사건’은 기억의 유한성 속에서 지워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지속 으로 우리의 삶과 시 의 과제에 향을 미친다.추

억이 개인과 련된 것이라면,역사는 집단 인 것이면서 기억 속에 장해 둔

과거 경험들을 다소 의식 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인간은 행동가로서 그

리고 서사가로서 역사에 참여한다.

어를 포함한 많은 근 언어들에서 ‘역사’라는 말에 내재해 있는 애매모호

함은 이러한 이 인 참여가 있음을 말해 다.역사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일에

한 사실들과 함께 그러한 사실들에 한 서사를 의미한다.다시 말해서,“무엇

이 일어났었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났었다고 말해지는지”도 함께 의미하

는 것이다.이러한 역사 사건에 한 의 기억은 국가와 지배엘리트들의 필

요에 의해 매스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공식기억만이 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나머지 사회기억은 의 뇌리에

서 사라지고 사회 망각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한다.국가와 지배엘리트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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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식기억에 응하는 사회 기억을 억압하고, 들과 분리시키고자 한

다.이러한 공식기억과 사회 기억의 립구조에서 벌어지는 것이 기억투쟁이

다.하지만 이데올로기나 역사 기억에 한 들의 수용의식이나 태도는 일률

이지 않고 일방 이지도 않으며 다원 이며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다.

들은 국가나 지배엘리트가 생산한 공식기억에 잠식되어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항자가 되어 탈피를 시도하거나 방 자가 되기도 한다.

국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삶의 지표 다.그것은 부분이 아니라 국인의

인문학 사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단순한

지향이 아니라 구체 으로 추구되는 삶의 목표 다.역사와 개인의 계는 국

인들에게는 원히 의식되는 하나의 주제 다.개인은 항상 역사화를 통해 존재

의의를 발견하며,역사는 그러한 개인들에 한 기록의 집 이었다.

국가와 민족의 알 고리 속에서 개인을 그렸던 魯迅시 는 물론이고,문화

명이 ‘海瑞罷官’에 한 비 을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이나 周恩來를 비 하기

해 공자를 공격하는 등의 정치 투쟁의 수사학은 과잉 역사화의 담론이 어떤

력 계를 반 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낸다.문화 명 이후 국가가 개인에게

상처를 비 하고 반성하는 임무까지 문학이 맡을 정도로,근 이래 국에서

문학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긴 한 계 속에 있다.그러나 20세기의 마지막 십년

을 지나면서 더 이상 국가와 민족으로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 ‘개인’이 등장하

면서,문학과 정치의 오랜 동거 계는 균열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의 탈정치화는 엄 하게 말해 정치 일반으로부터의 탈피

라기보다는 국가의 과거에 한 기억으로부터의 도피다.그리고 그 기억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문화 명의 10년이 있다.근 국가 치고 어두운 과거사를 갖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식민,좌우 립,동족상잔,양민학살 등등의 기억에 긴박되

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국의 ‘문화 명’은 그 에서도 특별한 과거사다.

그것은 민족 쟁도 인종갈등도 아니며 명확한 의미에서 계 쟁이나 이념 쟁

도 아니었다.

상기의 공간배경에서 언 했듯이 1958년생인 王朔과 1963년생인 姜文은 北

京에서 유년시 을 보냈으며 부친이 부 와 련된 직업을 가졌다는 공통 을

가진다.따라서 두 사람 모두 군부 의 大院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성장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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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설과 화의 시 배경이 되는 문화 명기(1966~1976)가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王朔은 8세,姜文은 3세의 나이로 그들은 문화 명에 직 으로 동

참하지 못했다.따라서 문화 명의 주축이던 홍 병이 문화 명기 후반에 모

두 하방운동으로 도시를 떠나 산간벽지로 떠나버려 텅 빈 北京을 자유롭게 거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문화 명의 정치운동에 직 으로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홍 병

출신의 작가들이 가지는 문화 명에 한 조소나 회의가 혼합된 복잡한 감정

과는 다르게 명의 방 자로서 문화 명을 상상하거나 모방하는 상상의 명

자로 볼 수 있다.홍 병과 조반 와 달리 명 투쟁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 후

상산하향 지식청년의 힘든 생활도 겪지 않았기에 일종의 상 인 안정감을 가

지고 명 그 자체에 한 낭만 공상,상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2) 《陽光燦爛的日子》의 시대 배경

사실 ‘문화 명에 담긴 어린 날의 표 ’은 90년 국에서는 일종의 ‘문화

유행’이었다.戴錦華의 말 로 이 새로운 ‘문화 유행’속에 담긴 요구는 역사서

사에 항하는 개인서사이다.王朔의《動物凶猛》을 화화한 《陽光燦爛的日

子》로 표되는 이 문화 경향이 표방하는 것은,문화 명이라는 큰이야기

속에 배제된 개인들의 작은이야기들이다.90년 후반 상하이,北京 등 국

도시를 강타한 노스탤지어의 바람 속에서,문화 명이라는 거 한 역사는 개개

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 잘게 쪼개져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으로 소비되었다.

화 《陽光燦爛的日子》 속에서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던 여름날 지붕 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馬 軍의 시각을 따라가다 보면 객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시

각인 것처럼 나른한 환상에 빠져든다.바로 그럴 즈음이면 내 이터는 끌고 가던

이야기가 거짓이었음을 객에게 환기시키며 유쾌하게 세계의 역사화에 해 조

롱한다.“어차피 진실이란 표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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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文은 반역사 입장을 주 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화 진실에 근

하고 있는 것이다.姜文은 인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일상성의 세 한 묘사

를 통해 국의 구체 실에 다가간다.姜文은 문화 명과 같은 격변조차

도 얼마나 주변 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

는지를 묘사한다.역사의 개입은 지극히 제한 인 역에서 의미를 갖게 될 뿐이

다.따라서 화의 편에서 명가요(홍가)와 毛주석상,모스크바식당에 벽에 그

려진 형 상화 등 문화 명이 배경으로 묘사된다.하지만 姜文이 해석하는

문화 명은 살아남은 자들이 슬픔을 투사시키는 상으로만 남아있지 않다.그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철 하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모두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

다.그리고 그것은 고통을 수반한다.꿈같은 과거의 문화 명은 성장기의 한

과정이었을까?그래서 그것은 슬픔과 분노의 상이라기보다는 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을까?姜文은 문화 명의 혼란과 그것의 탈

출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고 있다.姜文에게 있어서 문화 명은 존하는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근거이지만,그것의 역사 의미는 일회 인 것이 아니

라 국 사회의 구조에서 찾아진다.

Ⅲ 스토리와 표 변형

하나의 스토리가 성립되려면 먼 어떤 상황이 설정되고,그 상황에 여러 가지

힘이 가해져서 일정한 ‘운동과 변화’가 래되어야한다.‘무언가 일어나는 일’,

는 운동과 변화라는 개념이 바로 ‘사건’의 사 의미이다.사건이란 한편으로

롯의 근본 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따라서 소설과 화의 스토리 변형을 연

구하기 에 각각의 주요 사건의 분 을 통해 소설의 화화에 따른 스토리 추

가나 삭제등의 변형을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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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動物凶猛》의 스토리

1)《動物凶猛》의 주요 사건 분

� 30세가 넘은 ‘재의 나’가 역에서 우연히 의 그녀를 만나게 되고 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과거 학교 시 회상 시작.

�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던 학교 시 ,부모님의 우려로 학함.

� ‘만능열쇠 만들기’와 ‘자물쇠 따기’가 취미로 大院의 빈 집을 몰래 드나들며

희열을 느낌.

� 빈 집에서 벽에 걸린 소녀의 사진 발견함.

� 친구들과 ‘나’의 심사가 싸움에서 이성으로 옮겨짐.

� 余北蓓라는 소녀가 ‘나’와 친구 무리에 등장.

� 余北蓓에게 이성 인 감정을 느낌.

� 余北蓓가 高洋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러 방문함.

� 余北蓓에게 볼에 입술도장 장난을 당하자 미묘한 기분이 들었으나 곧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장난을 치자 분노의 감정을 느낌.

� 王府井 거리에서 여자애를 꾀다가 출소에 끌려가 사진 속 소녀 米蘭을 보

게 되고 민병에게 굴욕을 당하고 풀려남.

� 친구 王若海가 다른 무리에게 구타를 당하자 복수를 하러 감.

� 다른 무리아이 하나를 잡아 친구들이 구타를 멈춘 뒤에도 계속 벽돌로 내

려침.

� 거리에서 米蘭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나가 되어 달라고 졸라 어렵게 허락

받음.

� 다시 여러 번 米蘭의 집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증오

심이 생김.

� 米蘭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머리감는 것을 도와주고 사진을 달라고 조름.

� 米蘭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함께 시간을 보냄.

� 米蘭을 친구들 무리에 소개,평소 보다 덜 꾸미고 나타난 米蘭에게 실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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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蘭이 친구 무리에서 리더 격인 高晉과 군입 에 련해 이야기 나 는 모

습에 질투가 남.

� 잠깐 세수를 하러 들린 ‘나’의 집에 아버지가 귀가하여 선생님이라고 米蘭을

소개했다가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음.

� ‘나’의 친구 무리와 米蘭이 어울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동안 高晉과 米蘭이

빛을 나 는 것을 목격함.

� [ 재의 ‘나‘개입]이후의 날들에 한 기억은 사건의 발생시기가 뒤죽박죽이

되어 행동이나 사건 발생의 계기들이 명확하지 않다 고백함.

� [ 재의 ‘나’개입]다음으로 서술할 몇 개의 장면은 기억이 무 흐리고 이미

지도 모호하며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확실치 않고,어쩌면 내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 일 수도 있다는 고백함.

� 비가 내리던 날,비에 젖은 米蘭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통통하고 둥근 턱을

본 날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림.

� 아버지와 부서의 참모들이 동반도로 지형조사를 떠남.

� 건군 밤에 高晉이 자 거를 타고 米蘭을 찾아가 골목 골목을 비며 米蘭

의 이름을 불러 것을 알게 됨.

� 米蘭과 高晉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로 그들이 속히 가까워지는 과정

을 치챔.

� 新喬식당에서 깡패두목이 米蘭 때문에 高晉에게 시비를 검.

� [ 재의 ‘나’개입]10년 후 내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두목과 다시 마주쳤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서술함.

� 수 장에서 米蘭의 몸매에 해서 빈정거리고 일부러 발로 차 물에 빠뜨림.

� [ 재의 ‘나’개입]당시 자신의 감정을 그 로 묘사하기가 힘들고 지 내 행

동을 지배하는 가치 이 기억들에 모순을 지니게 하며,자신 본래의 의향과 다

른 형상을 마주하고 을 쓸 때 강제 인 성 뒤틀림을 느낀다고 고백함.

� 米蘭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비난함.米蘭의 단 만을 떠올리고 주함.

� [ 재의 ‘나’개입]米蘭에 한 표 들에 사사로운 감정이 포함됨을 고백함.

� ‘나‘와 高晉의 생일에 ’모스크바 식당‘에서 高晉에게 받은 米蘭에게 폭언

을 하고 高晉과 米蘭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포도주 병을 깨서 싸움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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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 ‘나’개입] 머리에서 있는 그 로의 진실만을 쓰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내 멋 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음을.소설 형식을 빌려 있는 그 로

의 사실을 써내려 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고백함.

� [ 재의 ‘나’개입]나를 배반한 것은 나의 기억으로 米蘭과 첫 만남도 高晉보

다 내가 먼 米蘭을 안 것도 거짓이었으며 생일에도 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

지 않았다는 고백.빈 집에서 발견한 사진 속의 소녀가 米蘭이 아닐 수도,사진

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조차 모르겠다는 고백함.

� [ 재의 ‘나’개입]어쩌면 그 해 여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

다.北京 외각 방안에서 몇 끼를 굶으며 2주째 소설을 쓰고 있는 재의 자신

묘사.

� [ 재의 ‘나’개입]가족의 생계를 해 진실을 모두 잊고 허구로 이야기를 마

무리하겠다는 고백함.

� 생일날 高晉을 깨진 병으로 르려고 하던 때로 환. 물로 화해 高晉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짐.

� ‘나’가 余北蓓와 사귀던 때 육체 욕망으로 인해 그녀와 육체 계를 시도

하 으나, 도에 포기함.

� 余北蓓와의 일을 계기로 米蘭과의 깨끗했던 계에 분노하며 米蘭을 미행해

구타하고 겁탈함.

� 자 거를 타고 돌아오면서 米蘭을 떠올리며 米蘭이 나를 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함.

� 다이빙 에서 다이빙을 한 후 수 장에서 나오려 할 때 에 복수했던 무

리가 나타나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린치를 가하자 물속에서 허우 거리며 우는

장면에서 소설이 끝남.

2)《動物凶猛》의 주요 스토리

소설《動物凶猛》과 화《陽光燦爛的日子》의 기본 포맷은 재의 ‘나’가 문

화 명이 끝나갈 무렵인 70년 반이던 학생 시 즉,‘과거’청소년기의

‘기억’을 회상한다는 것이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간 배경 역시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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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치와 역사,이데올로기의 심인 北京의 거리와 군부 의 大院이라는 특

수한 장소이다.

《動物凶猛》의 서사는 크게 ‘과거’인 학생시 의 ‘나’의 모습을 회상하는 부

분과 재의 ‘나’가 개입하여 회상된 기억이 허구임을 고백하는 두 부분으로 나

뉜다. 재의 ‘나’가 개입하여 지 의 기억이 허구라고 밝히기 까지는 단순한

유년시 의 기억의 회상이었던 서사가 허구임을 밝힘과 동시에 소설이 되어버리

는 것이다.

이 소설을 이야기할 때에는 소설 외부 이야기에 지나치게 을 빼앗기게

되기 싶다.일단 王朔 자신의 실제 경험과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지

는 회고 인 가치는 더욱 부각되며 특히 王朔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

년배들의 경우,이 작품은 지나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회고담으로 인식되기 쉽

다. 화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소설의 반부 즉, 재의 ‘나’가 개입하여 지 까지 이야기는 허구이며 앞으

로는 생계를 해 허구로 소설을 완성하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기 까지를 통

해 王朔이 되살려 내는 北京의 ‘과거’는 스펙터클하다.학교 수업은 빠지기 일쑤

고,친구를 한 보복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일삼는다.소녀들은 소년들의 무리에

껴서 어울리고,이성에 한 육체를 탐닉하며,겉으로는 어른인척 얕보이지 않으

려는 허세를 부린다.군 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의 최 의 소원인 것 같다.

주인공 ‘나’는 소 쟁에서 웅이 되어 군을 물리치는 것이 꿈이고,米蘭

역시 군 에 들어가고 싶어하며,결국 그들은 모두 군 에 가게 된다.아마도

명이라는 거 한 과업에 해서 희미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구체 으로는 아무

계획도 의욕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그 시 는 한편으로는 무척 매력 인 시 이기도 하다.어른들은

그들만의 싸움에 몰두해서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다.작품의 배경이 되는 大院,

즉 군인 집단거주 단지의 어른들,즉 주인공들의 부모 세 는 부분 시 배

경인 문화 명이 원인으로 외지로 근무를 나가 있다.따라서 이 공간은 어른들

의 질서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즉 ‘사나운 짐승들’의 세상이 된다.이 공간은

한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은 화에 비해 훨씬 더 ‘과거’의 ‘회상’이라는 문제에 집착한다.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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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는데 치 한 것이라면,소설은 한편으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해 내면서,다른 한편으로 그 회상의 불가능함과 무의미함을 냉소

으로 지 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余北蓓와 米蘭에게 느끼는 감정과 질투 등 애정의 변

화를 심으로 주인공의 일상,즉 학교를 빼먹고 담배를 피우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여자애를 꾀고 싸움을 하는 등의 사건을 하게 배열하여,주인공의

내 한 심리를 세 하게 묘사하고 있다.

2. 《阳光灿烂的日子》의 스토리

 1)《阳光灿烂的日子》의 주요 사건 분

시 스1.성인 馬 軍의 내 이션

시 스2.1969년

1)貴州 견되는 아버지 환송식 장면

2)창문 밖에서 毛澤東 찬양 율동을 연습하는 소녀들을 훔쳐보는 馬 軍

3)친구들과 가방 높이 던져올리기 내기를 하는 馬 軍

시 스3.15살 학생 馬 軍

1)胡 선생님의 수업시간의 장난

2)만능열쇠와 자물쇠따기

3)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아버지 비 서랍 속 콘돔으로 장난

4)大院의 빈 집 몰래 들어가 구경하기

5)빈 집 망원경으로 胡 선생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조롱

6)망원경 장난 벽에 걸린 소녀 사진 발견

시 스4.친구들 소개 내 이션 -余北蓓,瀏 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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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余北蓓를 瀏 苦가 친구들에게 소개,함께 장난치고 담배를 피움

2)余北蓓에게 米蘭을 다음에 데리고 나오라는 瀏 苦

3)瀏 苦가 말하는 米蘭이 자신이 흠모하는 사진 속 그녀인 것을 몰랐다는

내 이션

4)余北蓓의 입술자국 장난

5)북한 김정일 환 식,화장을 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馬 軍

시 스5.사진 속 소녀를 기다림

1)빈 소녀의 방에서 사진을 바라보다 침 에서 그녀의 흔 을 찾는 馬 軍

2)大院의 맞은편 건물 지붕 에 올라가 소녀의 방 건물을 바라

3)늘 건물지붕을 서성이며 사진 속 그녀를 기다렸다는 내 이션

4)소녀의 방에서 사진을 보다가 소녀가 들어오자 침 에 숨에서 훔쳐

5)친구들과 공연장 앞에서 소녀를 꾀다 조선 사로 가장하여 몰래 공연을

보려한 일행을 잡으러 온 경찰에 잡 끌려감

6) 출소에서 굴욕 으로 풀려나오는 길에 사진 속 소녀를 발견하고 뒤쫓음

시 스6.패싸움

1)동네바보를 괴롭히는 다른 마을 무리에게 복수하려 무기를 챙기는 친구들

2)다른 마을 무리를 습해 무차별 구타를 하는 馬 軍과 친구들

3)이미 항할 힘이 없는 다른 마을 아이에게 벽돌을 내리 치는 馬 軍

4)샤워장에서 친구들의 부추김에 웅이 된 듯한 馬 軍

5)샤워하는 친구들에게 손 등 장난을 하는 余北蓓

시 스7.米蘭과의 만남

1)거리에서 우연히 풍만한 뒤태의 소녀를 발견,그녀가 흠모하던 사진 속

소녀이자 瀏 苦가 말한 米蘭임을 알고 나가 되어달라 조르는 馬 軍

시 스8.어머니

1)집을 자주비우고 불량한 馬 軍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시는 임신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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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상 부재 인 아버지에 한 어머니의 원망

3)임신상태로 무 흥분하여 동생을 출산을 하신 어머니

4)어머니의 출산으로 아버지가 돌아옴

5)어머니의 임신이 자신이 아버지 물건을 몰래 만지다 터트린 콘돔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되었다는 내 이션

시 스9.100 100패싸움

1)지난번 벽돌로 내리쳐 다친 아이가 입원을 했고 그 무리들이 100 100

패싸움 도 장을 보내왔으며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빨리 米蘭을 만나고 싶

었다는 내 이션

2)산탄총 등 무기를 가득 싣고 다리 에 모인 양쪽 무리들

3)양측 표가 의 실수로 발사된 총으로 인해 서로에게 달려가는 장면

4)계획이 무산되고 모두가 모스크바 식당으로 모 다는 내 이션

5)함께 모여 맥주를 마시며 패싸움을 재한 남자에게 헹가래를 치는 무리

6)싸움의 무리가 100명이 넘어서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패싸움을 재한 남자는 얼마 후 총에 맞게 죽게 되는데,그의 손이

부드러웠다는 내 이션

시 스10.米蘭에 한 감정

1)당시 米蘭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고민이었다는 내 이션

2)米蘭의 집을 찾아가 머리감는 것을 도와주며 자신의 일과, 심사 등을

얘기하는 馬 軍

3)벽에 걸려있었던 수 복 입은 사진을 米蘭에게 물어보았으나 알지 못함

4)米蘭에게 3색펜을 선물받는 馬 軍

5)매일 米蘭을 방문하여 잘 보이기 해 과장한 이야기를 하거나 잠든 그녀

를 바라보기도 했다는 내 이션

시 스11.米蘭을 친구들 무리에 하는 馬 軍

1)米蘭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 닌1918》 화 속 장면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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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인이 되고 싶다는 米蘭을 아버지 부 에 소개해주겠다는 瀏 苦

3)米蘭과 瀏 苦의 화를 질투하여 높은 굴뚝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馬 軍

4)세수를 하기 해 馬 軍의 집에 들른 米蘭, 정에 없던 아버지의 등장

에 당황해 米蘭을 가정방문한 선생님으로 소개

5)거짓을 알아챈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훈계를 들음,아버지는 다시 견

으로 인해 집을 떠남

6)미란을 포함한 친구들과 《 닌1918》가 상 되는 야외극장이 아닌 당간

부들이 황색 화를 람하는 극장 안에 숨어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쫓겨남

7)米蘭을 자 거로 직장까지 데려다 주는 장면,그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환벽한 날들이었다는 내 이션

8)어젯밤 꿈에서 米蘭을 다시 보았다는 내 이션

시 스12.외할아버지의 죽음

1)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고 울고 있는 어머니

2)기차를 타고 외할아버지 장례직장으로 가는 가족

3)외할아버지가 악덕지주로 몰려 고난을 당하다 돌아가셨으며 어머니가 외

할아버지 신분으로 인하여 어머니는 교직을 잃고 아버지는 승진이 불가능해

졌다는 사실과 어머니가 그 날 이후로 말이 없어졌고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자 원래의 못된 생활로 돌아왔다는

내 이션

시 스13.米蘭에 한 감정 변화

1)울고있는 동네 바보를 길거리에서 만남.그들의 암호 확인(구루무 -오바)

2)한쪽 다리를 올리고 군가와 공 화로 통화하는 米蘭과 이때 나타난

瀏 苦 다정한 모습에 자 거 패달만 돌리는 馬 軍

3)아지트에 모여 부모들의 군복을 입고 양 희(樣板戱)를 흉내내는 친구들

4)瀏 苦와 다정하게 춤을 추는 米蘭에게 마음이 상한 馬 軍

5)수 장에서 수 복을 입은 米蘭에게 살쪘다 비아냥거리며 물에 빠뜨리

는 등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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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米蘭에게 시비를 거는 비오거라는 남자가 瀏 苦를 불러 견제하는 장면

8)훗날 비오거란 남자와 米蘭이 매우 가까운 사이 으며 그녀로 인해 비오

거가 실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 이션

9)수 장 사건 이후부터 瀏 苦가 米蘭을 자신의 여자처럼 항상 데리고 다

녔다는 내 이션과 수 장에 혼자 남겨진 馬 軍

시 스14.8월 23일 馬 軍과 瀏 苦의 생일 모스크바식당

1)모스크바식당에 생일 티를 해 선물을 사들고 米蘭 등장

2)米蘭에게 ‘동 빼기 진실게임’제안

3)馬 軍의 머리를 만지는 米蘭에게 화를 내며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치는

馬 軍

4)瀏 苦가 馬 軍을 말리다 싸움으로 번져 馬 軍이 병을 깨서 瀏 苦에게

달려듬

5)깨진 병으로 瀏 苦를 계속 르나 상처가 없고 화면이 멈춤

6)이 사건은 믿지 말라는 당부,馬 軍이 瀏 苦를 른 일은 없었다는 고

백 진실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며 사실은 米蘭을 친구들에게 처음 소개한

것은 내가 아닌 瀏 苦 으며 나도 그 때 米蘭을 처음 만나 米蘭에 해 거

의 아는 것이 없다.米蘭과 余北蓓는 동일인물일 수도 있다.거짓말이 되어

버렸으나 진실 여부를 떠나 일단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다는 내 이션

7)米蘭과 余北蓓 친구 모두 즐겁게 모스크바 식당에서 생일을 보내는 장면

8)그 때의 米蘭의 시선은 나를 매혹시켰다는 내 이션

시 스15

1)비를 맞으며 자 거를 타고 거리를 배회하다 울부짖으며 米蘭의 집 앞에

서 米蘭의 이름을 외치고,米蘭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자 米蘭이 馬 軍

을 안아주는 장면

2)지붕 에서 그 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瀏 苦와 다정하게 지내는

米蘭을 보며 상처를 받아 지 도 아 다는 내 이션

3)자 거를 타고 米蘭의 집으로 가 米蘭을 겁탈하려다 실패하고 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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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를 타고 돌아옴

4)그 이후 米蘭과 친구들과 멀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내 이션

5)다이빙 에 올라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내려다보며 친구들을 향

해 뛰어내리지만 친구들의 발길질에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 거림

시 스16.성인이 된 馬 軍과 친구들

1)흑백화면으로 환되고 北京 거리를 달리는 리무진을 탄 친구들과 馬 軍

2)바보가 된 瀏 苦가 창밖에서 어릴 동네 바보를 발견

3)친구들이 머리를 내 어 바보를 향해 그들의 암호 구루무를 외침

4)바보는 차 안의 친구들을 향해 바보라고 외침

 2) 《陽光燦爛的日子》의 주요 스토리

화 《陽光燦爛的日子》는 원작 소설과 시 ,공간 배경이 동일하고 소

설 속 주인공 ‘나’이름이 화에서는 ‘馬 軍’이라고 정해졌으나 그 외 주인공의

이성에 한 욕망,문화 명시기 청소년기의 자유와 방황에 한 회상 등 주요

설정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화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

의 등장,기존 인물의 설정 변형,새로운 에피소드 추가,매체의 변화에 따른 표

방법의 변형 등이 일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소설과는 다른 馬 軍의 등학교 시 에피소드가 화 도입

부분에,성인이 된 馬 軍과 친구들의 재 모습이 화 Ending부분에 삽입된다.

한 소설 후반,지 까지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고백부터 등장하여 소설을

이끌어가는 ‘재의 나’가 화에서는 성인 馬小軍의 내 이션으로 수시로 화에

개입하여 당시의 馬 軍의 생각과 상황,이후에 변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화

를 이끌어간다.

소설에서 米蘭과 더불어 이성에 한 욕망의 상이 되는 余北蓓의 비 이

지 않은데 반해 화에서는 米蘭이 많이 부각되어 余北蓓의 비 이 다소 축소된

다.반면에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어머니와 胡 선생,바보 등 새로운 인물

들이 등장하며 기존 인물의 설정 변형이 일어나는데 를 들어 아버지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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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과 달리 군인으로 재설정되는 것이다.이 듯 인물을 변형을 통해 새로운 에

피소드가 삽입되거나 기존의 에피소드의 변형을 가져온다,

화 《陽光燦爛的日子》 는 원작에서 서술되지 않는 다양한 사건들과 에피

소드 등이 화화되면서 추가 되었다.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구성은 서사 인과

계의 틀을 흔들어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그 당시 시 배경을 사실 으로

묘사하거나 주인공의 내면을 두드러지게 하는 작용을 하여, 체 으로 서사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리듬감 있게 감정의 과잉을 조 하는 역할을 하 다.다음은

원작 소설에 없었던 부분이 화에서 추가되어 나타나는 장면들이다.

시 스2.1969년 어린 馬 軍 1),2),3)사건

시 스3.1976년 학생 馬 軍 1),3),5),6)

시 스4.5)

시 스5.1),2),3),4),5)

시 스6.1),5)

시 스8.어머니 1),2),3),4),5)

시 스9.100 100싸움 1),2),3),4),5),6)

시 스11.1),3),5),6),7),8)

시 스12.1),2),3)

시 스13.1),2),3),9)

시 스16.성인 馬小軍과 친 들 1),2),3),4)

재의 내가 역에서 의 그녀를 만나고 동창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1970년 반 즉,청소년 시기를 회상하기 시작하여 재의 ‘나’가 회상에 개입

할 때까지 그리고 회상된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허구인 소설로서 이야

기를 마무리하겠다고 고백한 후 마지막 기억인 수 장에서 ‘나’가 린치를 당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 된다.반면 화에서는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1969년

의 어린 馬 軍이 소설의 설정과 다르게 군인인 아버지가 貴州로 견되는 것을

환송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며 이 시기는 문화 명이 시작되어 극렬해진 시기이

다. 학생으로 성장한 馬 軍이 활보한 그 시 는 문화 명이 끝나갈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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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70년 반이다. 화가 끝나는 장면인 20년 후 리무진을 타고 北京 시내

를 달리는 성인이 된 馬 軍과 친구들은 문화 명에 해 실패한 운동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개 개방 남순강화로 인해 비약 인 경제발 을 하는 국

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설과 화의 서사 진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소설

재의 ‘나’-역에서 그녀를 만남,동창회에 참석 -1970년 반( 학교

시 )회상 - 재의 ‘나’가 회상에 개입 -수 장 린치장면

화

1969년 어린 馬 軍(아버지의 귀주 견)-1970년 반 학생이 된 馬 軍 -

20년 후 성인이 된 馬 軍

3. 표현 변형

소설의 화화에 따른 표 의 변형을 알아보기 하여 가장 큰 주요 표 변

형 요소 다섯 가지를 연구자가 추출하여 각각의 화화 소설에서의 표 을 비교

분석하고 그 의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재의 ‘나’개입

지 까지 王朔의 많은 작품들에서 나타났던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양식

등은 王朔의 개인 인 추억과 깊은 연 을 맺고 있으며,그 ‘과거’를 되살려 내는

것은 그에게 매우 요한 창작동기 다.王朔의 다른 작품들이 王朔 특유의 ‘부

정’과 ‘조롱’의 태도를 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動物凶猛》은 ‘과거’와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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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기억’을 심으로 하고 있다.즉,서술자가 있는 시 은 재이지만,‘과

거’청소년기에 한 ‘회상’이 심이 되어 반까지 서술된다.아름답게 회상되

던 ‘과거’와 ‘진실’이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왜곡된 기억을 수용하며 비로소 ‘허구’인 소설로 마무리 한다.

소설은 반부 과거 청소년기에 기억에 한 ‘회상’과 후반부 ‘회복’노력이

심이 된다.《動物凶猛》 반까지 아름답게 회상되던 ‘과거’와 ‘진실’이미 수습

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버린다.米蘭과에 한 사랑과 욕망도,친구들과의

우정도,난폭한 패싸움도 작가를 변하는 ‘재의 나’의 개입부터 진 여부에 의

구심을 품게 되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에 해 독자를 혼

란에 빠뜨린다.

머리에서 나는 있는 그 로의 진실만을 쓰겠다고 맹세했었다.그리고 실제로 나는 내가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심지어 아무리 한 사건

이 거리의 구성과 환에 큰 구실을 한다고 해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야기에 끼워 넣지

도 않았었다.그러나 결국에 나는 이야기를 내 멋 로 몰아가고 있었다.나는 무심코 세부내

용을 생략했으며, 어떤 것은 과장되게 표 하거나 꾸며내었다.

…… 략 ……

이처럼 나는 나 자신과 진실을 멀리 격리시킨 뒤 그 사이에 공간하나를 창조한 셈이다.

‘문자’만큼 자기 자신을 표 하고 허구를 만들어내는 걸 즐기는 작자는 없을 것이다.31)

이처럼 진실을 되살리려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이야기는 온통 거짓말로 변

해버려,과거의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게 된다.실로 《動物凶猛》은 한 개인의

회상 속에서 과거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데,지 와서 이를 회복할 방법은 거

짓말에 불과하다.과거에 존재했던 진실을 되살려 내려 시도하지만,그 시도는

처음부터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작 화자인 ‘나’는 과거의 몇몇 단편 이미지를 심으로 하여,아름다운 과거

31) 篇时我曾发誓要 实地述说这个故事，还其以真相。我一直以为我是遵循记忆点滴如实地描述，甚至 了

一些不可靠的印象，不管它们对情节的连贯和事件的转折有多么大的作用。可我还是步入编织和合理推导的惯性

运行。我有意无意地忽略了一些细节，同时又夸大、粉饰了另一些理由。我像一个有 癖的女人情不自禁地把一

切擦得 亮。当我依赖 说这种形式想说真话时，我便犯了一个根本性的错误：我想说真话的愿望有多强烈，我

所受到文字干扰便有多大。我悲哀地发现，从技术上我就无法还原真实。我所使用的每一个词语涵义都超过我想

表述的具体感受，即便是 准确的一个形容词，在为我所用时也保留了它对其它事物的涵意，就像一个帽子，就

算是按照你头的尺寸订制的，也总在你头上留下微 的缝隙。这些缝隙积累积起来，便产生了一个巨大的空间，

把我和事实本身远远隔 ，自成一家天地。我从来没见过像文字这么喜爱自我表现和撒谎成性的东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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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내려 하지만,이성과의 사랑,친구들과의 우정,패싸움은 거짓이거나 왜

곡에 불과하다. 나는 米蘭과 친하게 지낸 도 없으며 모스크바 식당을 가본

도 없고,심지어 어쩌면 그 해 여름 어떤 일도 발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

이다.이처럼 스토리의 서술자가 갑자기 소설 속으로 직 개입하여 독백을 진행

하게 되는데,이 때 화자는 《動物凶猛》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소설을 쓰고 있

는 작가로 등장하며,소설의 내용 바깥에 존재한다.서술자 자체가 이미 거짓임

을 여러 번 서술하면서 소설은 마치 개인이 상상한 환상의 세계가 되어버린다.

한 이러한 서술로 인해 사건 자체와 독자 사이에 거리를 형성해 낸다. 재의

나의 개입은 결국 한 사람의 풋풋한 사랑,친구들과의 우정,어깨가 으쓱해지는

패싸움에서의 무용담 등 아름다웠던 과거 기억에서 소설가의 문학작품, 는 소

설로 변질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욕망으로 사랑도 스스로 괴하고 함께했던 친

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소설은 끝나버린다.

화 《阳光灿烂的日子》에서 재의 나의 개입은 성인이 된 馬小軍의 내 이

터로 표 된다.소설 《動物凶猛》에서 정확히 미란과 高晉이 가까워짐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작한 ‘재의 나‘의 개입이 화에서는 도입부부터 시작된다.

北京은 무 빨리 변했다.20년 사이에 그곳은 도시가 되어 버렸다.기억나는 것

이라곤 거의 없다.변화가 내 기억을 지워버렸다.내가 상상했던 일들과 실제로 일어났던 일

들을 난 구별하지 못한다.내 이야기는 항상 여름에 발생한다.무더운 날씨는 사람들로 하여

더 많이 노출하게 하고,가슴 속 욕망을 더욱 숨기기 어렵게 한다.그 때는 원히 여름

인 것 같았다.태양은 항상 제시간에 어김없이 나오고 우리를 따라다녔다.햇빛은 강렬했고,

무 밝아서 기증이 날 지경이었다.32)

이 게 처음 등장하는 성인이 된 馬小軍의 내 이 은 과 달리 화 곳곳에 등장

하여 당시의 심 이나 상황 그리고 나중에 변화  상황 등을 연 하 도 한다. 에  

억의 곡에 한 고 과 고  이후 문학( )이 어 린 억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

하  위해 만 등장했  ‘현재의 나’는 화 에 는 상황이나 이후 이 었을  즉 

인이  馬小軍만이 알 수 있는 미래의 변화에  한 연  등으  이 는 것이다. 또한 

32) 화《陽光燦爛的日子》시작 내 이션,北京变得这么快。20年的工夫它变成了一个现代化城 ，我几乎从中

找不到任何记忆里的东西。事实上这种变化，已破坏了我的记忆，使我分不清幻觉和真实，我的故事总是发生在

夏天，炎热的气候使人们裸露的更多，也更难掩饰心中的欲望。那时候好像永远是夏天，太阳总是有空出来伴随

着我们，阳光充足，太亮，使得眼前一阵阵发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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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馬小軍의 상황에 른 심리를 ‘그 는 어 했었다.’, ‘그 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라는 식으  직 으  한다. 라  에  독자가 직  ‘나’에 심리나 상황을 

릿 으  그리게 는 술 식과 달리 화에 는 시각 으  상황을 직  지켜보  ‘친

한’내 이 을 통해 馬小軍이 또는 감독이 생각하는  말하고자 하는 를 인지하게 는 

것이다.     

2)이성에 한 욕망 표

소설 《動物凶猛》속에서 주인공 ‘나’의 米蘭과 余北蓓에 한 육체 욕망은

발견 ․ 발 ․ 질투 ․ 변형 ․ 왜곡 ․ 훼손 ․ 붕괴 ․ 고통 의 과정으로

스토리가 개되며 원작 보다 화 《陽光燦爛的日子》에서 余北蓓의 역할이 상

으로 축소되어 묘사된다.소설에서 차지하는 余北蓓의 치는 반부에서 후

반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그녀는 주인공 ’나‘로 하여 이성에 한 호기심과

질투를 제공하여,米蘭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추동 인 역할을 한다. 화에서 余

北蓓의 역할 축소로 인한 소설에 있던 부분이 화에서는 삭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王若海로부터 그녀가 高洋의 집에 이틀째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바심을

내는 부분

� 高洋의 집에 확인하러 갔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돌아 나오면서 내면의

복잡한 심경을 묘사한 부분

� 余北蓓에게 입술도장 장난을 당하고 이성으로서 느끼는 야릇한 감정을 나타

내는 부분

� 余北蓓가 친구들에게도 키스하는 것을 보고 배신과 굴욕감을 느끼는 부분

� 아버지의 추궁에 방종한 생활을 했던 것을 털어놓고 체벌을 받은 후에 余北

蓓와의 달콤한 키스를 떠올리는 부분

이후에 사진 속의 여자가 ‘米蘭’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

는 그녀는 소설의 반부에서 주인공에게 米蘭에 한 이성 감정의 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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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반해, 화에서는 馬 軍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

리며 담배를 피우고,여자를 데려오는 등 그들 무리의 불량 기질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묘사되고 있다.

소설 속에서 생일에 ‘나’와 高晉의 충돌이 생기고 난 뒤,高晉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余北蓓와 어울리면서 그녀와 신체 을 통하여 이성에 한 신

비감이 사라지고,米蘭과 순결한 계를 유지해 온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면서

米蘭을 향해 증오와 살의를 느끼는 부분 역시 화에서는 삭제되어버린다.이와

같이 米蘭을 처음 만나 말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은 폭력의 승리로 얻어진 자신감

이라면,米蘭에게 성폭행을 행사할 수 있는 성 학습의 효과는 余北蓓로부터 경

험된 것으로,米蘭이 이런 실습의 상으로 락하는 개연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余北蓓로부터 습득한 성 경험으로 인해 ‘나’가 꿈꿔왔던 이성 신비감은 증

발해 버리고,여성은 한 낱 자신의 동물 욕망을 배설하는 매개로 락하는 계

기가 된다.

육감 이고 아름다운 여자는 사회의 질서를 하는 악의 꽃으로 인식하면

서,스스로에게 그녀를 응징할 명분을 부여하지만,종국에는 짝사랑의 상처로 인

한 피해본능과 무 진 자존심 회복과 다름없다.

화에서 축소된 이성 욕망의 상 余北蓓에 비해 米蘭에 한 욕망은 15

세 소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화의 을 통해 한결 은 하고 깊

숙하게 달한다.

특히 米蘭의 하반신에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馬 軍의 米蘭을 향한

성 욕망을 강조한다. 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침 에 숨어서 米蘭의 다리를 훔쳐보는 장면

� 출소에서 米蘭의 발목에 묶인 끈을 보고 米蘭으로 인식하는 장면

� 大院 수 실에서 화하는 米蘭을 다리에서부터 상체로 훑는 장면

� 난간 에 앉은 米蘭을 아래에서 ‘클로즈 업‘한 장면

� 수 복을 입은 米蘭의 뒷모습을 하반신만 잡은 장면

� 米蘭을 겁탈하면서 발목에 있는 끈을 잡아채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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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 되는 장면은 주로 클로즈업으로 설정되어 주인공이 米蘭에게 느

끼는 잠재된 욕망을 지속 으로 객에게 달한다.소설에서는 서술과 묘사를

통해 나타나지만, 화에서는 米蘭의 하반신 클로즈업을 통해 재 되는 것이다.

한 샤워장에 余北蓓가 나타나 친구들 옷을 훔쳐가는 설정은 소설에서는 등

장하지 않는 에피소드로 한참 이성에 한 욕망으로 끓어오를 시기 청춘의 자화

상을 표 한다.

한 풋풋한 첫사랑의 아련함을 표 하기 해 음악과 빛을 사용하는데 주로

米蘭과 련된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자면

� 만능열쇠로 米蘭의 집에 처음 들어가 망원경으로 사진을 처음 발견하는 장면

� 米蘭을 기다리면서 大院을 배회하는 장면

� 출소에서 풀려나서 米蘭의 뒷모습을 발견한 장면

� 米蘭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

� 米蘭을 농장에 자 거로 데려다 주는 장면

� 米蘭을 겁탈하려다 실패하고 맨발로 자 거를 타고 돌아오는 장면

馬 軍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빛의 운용은 유년기 시 을 서정 으로

묘사하고 있으며,특히 米蘭과 馬 軍이 만나는 장면에서 카메라의 역 이 만들

어 내는 빛의 섬세한 질감은 객들에게 더욱더 생기발랄하고 온화하게 달된

다.서술자에게 기억되는 米蘭과의 만남은 항상 ‘햇빛찬란’하다.

화 속의 주인공이 늘 마음속에 그려온 '米蘭'이라는 소녀의 존재는 그런

에서 아주 흥미롭다. 米蘭은 주인공에게 있어서 '이상'이었고,결국 들이

꿈꾸는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다.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동안 이상은 더 없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밖으로 끄집어내서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한없이 라한 '

실'이 되고 만다.정확히 얘기하지면,원래 라한 실인데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때는 환상 으로 보일 뿐인 것이다.애 에 화려한 칼라사진으로 기억되었던 米

蘭의 사진이 사실은 흑백으로 확인된다.33)그런 에서 보면, 화《陽光燦爛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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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子》는 단순히 소년의 성장과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문화 명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꿈꾸어 온 이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마침내는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자

신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들의 모습을 그린 화라고 할 수 있다.

3)사 공간(사생활)의 발견

소설《動物凶猛》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범죄행 인 무단가택침입,폭력,강

간 등은 한편으로 도덕과 무 한 은 청춘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의 세계를 보

여주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의 가치에 한 부정을 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사실 소설과 화 주인공의 활동 무 인 北京 주민 생활은 독특

한 주택 형태로 인해 주민 상호간에 거의 공개되어 있다.보통 大院의 연립주택

형태 주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사생활은 서로 철 하게 규제된다.그러나 어른

이 없는 세계에서 자유를 경험한 소년들과 사 공간의 은 함에 맛들인 새로운

세 들에게는 구속이다.소설은 이 구속을 가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 공간의

극 발견을 통해 극복하려 했다.사실 신 국 출범이후 정치 격동의 와 에

서 간과해온 문제 하나는 국인의 삶에서 사 공간이 갖는 의미일 것이다.

반우 투쟁과 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 명을 통해서 가장 격심한 타격을 입

은 역 하나는 바로 사생활의 역이다.인문공사운동 등을 통해서 국인들

의 삶은 ‘집체화’되었고,그러한 집체화는 사회주의 이념을 매개로 개인의 삶을

집단에 종속시켰다.그래서 결혼 뿐 아니라 은이들의 성 호기심조차도 공식

으로 리되고 억압되었다.아이들 역시 건강하게 성장하기 해 ‘毛주석’을 따

라 배우며 정 이고 이타 인 삶을 살도록 교육되었다.

소설과 화의 주인공들은 개별화되어있다. 명과 가족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주변 이다.그 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소설과 화

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화의 흐름 곁가지에서 뜻밖에 출 하게 된 사 공간

33)소설 《動物凶猛》에서 벽에 걸린 수 복 입은 米蘭의 사진은 실제로는 달력 사진이었음이 암시된다.

내가 묘사해 놓은 감각은 왜 지 우리 집 문 뒤에 붙어 있는 그 ‘삼양’표 달력의 소녀와 그 게 비슷한가?

为什么我写出的感觉和现在贴在我家门后的那张“三洋”挂历上 女那么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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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소년의 성장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이다.이것은 결국 신 국 탄

생 이후 철 하게 부정되어온 사생활의 재발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사

생활의 재발견을 소설과 화는 주인공의 취미를 자물쇠 따기로 설정하여 극

화 시킨다.소설 《動物凶猛》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의 쾌감을 장에서

군의 탱크를 폭 시키는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비유한다.이러한 행 는 기로

부터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자물쇠는 일반 으로 개인화 개념과 연결

이 된다.텅 빈 남의 사 공간인 집에 몰래 들어가 체취를 통해 미지의 방 주인

의 세계를 상상하거나 한 부모님의 은 한 물건들을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은

하기만 한 개인의 사생활을 객에게 오 해버린다.

화 《阳光灿烂的日子》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아버지의 비 상자를

자물쇠 따기로 몰래 열어 뒤져보다가 그 안의 풍선(콘돔)을 꺼내어 가지고 노는

장면은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화에서 새로이 추가된 에피소드로 실수로

터트린 풍선에 의해 동생이 생긴다는 설정이 표 인 이다.

姜文은 역사 입장을 주 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화 진실에 근

하고 있는 것이다.姜文은 일상성의 세 한 묘사를 통해 국의 구체 실에

다가간다.

4)색채의 표

마을의 모든 뜰과 회랑은 온통 쏟아지는 햇살로 가득했다.나는 지 까지도 한 여름 태양

아래의 화민국 기에 지어진 서혼합형식의 공서 건물이나 각 그리고 샘물 근처와

정원을 가득 매운 각종 목들이 반사하는 부신 빛을 보고 있으면 그 시 그 햇볕을

고 있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낀다.34)

그 당시 화원에는.정오의 햇살이 마치 수십 발의 폭탄이 공 에서 폭 되듯이 부시고

맹렬하게 내리 었다.내 기억에 화원에는 배꽃,복숭아꽃,그리고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

어있었다.상식 으로 볼 때 그 시기에 이 꽃들은 모두 시들어야 했다.그러나 나는 이 게

꽃들이 만발한 수풀 에서 피를 흘리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상상을 즐겨했다.35)

34) 每个院落、每条走廊都洒满阳光，至今我对那座北洋时期修建的中西食壁的耍人服府的即在夏日的阳光照 下

座座殿门重重楼阁、根根泉柱以及院落同种类繁多的大 花木所形成的热烈绚烂、明亮 究的效果仍感到目眩神

迷的惊心悸魂。

35) 当时是在花园里，正午强烈的阳光像一连串重磅炸弹持续不断地当空爆炸发生灼目的炽光。我记得周围的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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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득의의 미소를 가득 띄운 채 작열하는 태양 아래의 큰 길을 느 하게 달렸다.두 다

리는 마치 오리처럼 밖으로 펼치고 발뒤꿈치로 느슨한 체인이 달린 바퀴의 패달을 밟았

다.36)

소설《動物凶猛》에서 이처럼 태양이나 햇빛에 련한 묘사가 여러 번 등장하

는데 이는 문화 명이라는 실제의 시공간을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던 날들“이

라는 가상 시공간으로 체함으로써 고통을 소거하는 기술방식이 발휘하는 효

과는 실제 역사에 한 조롱이라고도 볼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 풋

풋한 이성에 한 심과 열망 그리고 분노,스스로 그것을 붕괴시키고 나서의

쾌감 등을 햇빛이나 태양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화 《陽光燦爛的日子》이 독특한 이유는 '문화 명' 北京 거리를 떠돌

았던 소년의 시 을 통해 '문화 명'의 시 를 유쾌하면서도 곤란한,즐거우면

서도 고통스러운 청춘 시 로 묘사했기 때문이다.만족스러울 정도로 개인화한

시 에서 그것은 '陽光燦爛的日子이었고,그것이 이 화 특유의 밝고,투명한 화

면,조명과 색채의 배치를 결정했다.이 화에서 '햇빛 쏟아지던 것'이 여 히

아이러니한 색채를 띠고 있다면,그것은 결코 정치 역설이 아니라 청춘을 돌이

킬 때 느끼는 향수와 그에 따른 아련함이다.

기존의 문화 명을 배경으로 한 화들은 부분 그 역사 무게에 려

암울하고 침침하며 어두운 화면이 치 한 반면,이 작품은 내내 밝고 찬란한 화

면을 구사한다.최 한 붉은 색을 피하고 노란 빛을 이용하고 있으며,모든 장면

들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태양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어주는

빛의 원천이다.따라서 그것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이기도 하

다. “색채는 우리의 의식과 상 없이 정 혹은 부정 으로 우리에게 향을

미치는 에 지이다.”라고 이텐(JohannesItten)은 말했다37).우리가 자연에서 보

는 색채는 감정에 우선 으로 강하게 작용한다.이러한 색채의 경험은 우리에게

树、桃树和海棠繁花似锦，绮丽绚烂，而常识告诉我，在那个季节，这些花都已谢尽。可是我喜欢那种在鲜艳的

花丛中流血死去，辗转挣扎的美丽效果。

36) 我带着满足的狞笑在日光强烈的大街上缓缓地骑着车，两只脚像鸭子似往外撇着，用脚后跟一下下蹬着链条松

驰的轮子。
37)루돌 이튼하임,김재은 역,< 술 심리학>下,이화문고,1984,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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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으로 다가오며 인간의 심리를 알 고리로 표 하게 된다. 상에서 색채는

상매체가 갖는 시각 인 요소이자 요한 의미작용을 하는 이미지이며 빛의

속성이자 가장 먼 에 들어오는 시지각 요소이다.

형태,움직임,명암 등과 같은 조형요소와 함께 색채는 인간과 인간 주변의

상황을 표 하는 매체로서의 요한 기능을 한다. 화에서는 주인공 캐릭터의

심리 변화 상태뿐만 아니라 상황을 표 하는 매체로서의 요한 기능을 한다.

색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요한 지 은 여러 색채심리학 실험에서 말하듯 색채

는 인간의 심리를 가장 직 이면서도 심리 감정에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하

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인간의 인지능력 가장 우수한 것은 시각이고,우

리의 오감 시각 으로 들어오는 정보 시각정보는 82%이상이며 그 안에서

색채는 기능보다 감성 인 의미 작용을 하게 된다.38)

색채는 화면 구성에 있어 감정을 유발시키는 에 지를 주도하고 다양한 형

식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면서 화면 구성의 다른 피사체로 작용한다.그러므

로 화면으로 보이는 주제들을 명료화하고 강조하기 해서 색의 주요기능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 하여야 한다. 화《陽光燦爛的日子》에서는 황토빛이라 일

컬어지는 국 지의 색감을 잡아낸 촬 이 일품이고, 화에서 부신 햇빛이

내리 는 장면 한 화면이 온통 노란 빛으로 가득 차서 밝게 빛나는 것으로

표 된다. 일반 으로 노랑색 계통은 주로 밝은 기운으로 희망,쾌락,희열,만

족,약동 등 우울했던 심리가 곧 생기가 돋고 활기를 찾는 이미지를 다.

심리 표 을 목 으로 사용하는 빛 한 분 기 조성,네러티 의 암시,그

리고 극 인 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밝은 빛은 활력을,어두운 빛은 차

분함을 느끼게 하며,따뜻한 색조의 빛은 즐거움과 환 을,차가운 색조의 빛은

지성과 냉철을 나타내어 극 인 효과를 얻기 해서는 강한 빛의 비로 심리를

표 한다.

5)권 의 해체

가장 기본 인 사회제도인 가족은 아버지를 심으로 하여 형성되지만 화

38)진정식,「에니메이션에 용된 색채의 심리 의미 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6년 6집,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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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光燦爛的日子》 속 묘사되고 있는 가족의 심축은 ‘아버지의 부재’이다.내

이션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화 도입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어린 馬

軍이 군인으로 貴州로 떠나는 아버지를 환송하는 장면과 늘 집을 떠나 있는 아

버지에 한 원망을 역시 집 보다는 거리를 배회하는 아들에게 이시키는 어머

니의 화풀이 장면,그리고 다시 만주로 떠나는 아버지 등이 그 이다.이러한

설정은 소설 《動物凶猛》에서는 거의 두드러지지 않으며 화화 과정에서 姜文

의 개인 경험이 첨가되어 권 의 부재로 상징화되는 아버지,선생님 등으로 소

설보다는 화에서 주로 등장한다.

70년 반,문화 명말기의 北京에는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반 명분자로

몰리거나 군 로 끌려간 어른들,혹은 있더라도 소년들의 리더로서 존재하거나,

는 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교단을 지키거나,어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

리는 10 소년들의 놀이터다. 화 《陽光燦爛的日子》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 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업하는 胡 선생의 모자에 몰래 석탄을 담아 놓은 학생과 교실

로 뛰어 들어온 다른 학생이 화가 나있는 胡 선생의 앞으로 책상을 밟고 창밖으

로 나가서 떨어진 신발을 주워달라고 요구한다.거부하는 胡 선생에게 “두고보

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 문화 명 시기 떨어진 교권의 심각성과 더불어

붕괴된 교육시스템이 그 로 노출되는 학생들을 역설 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거리에서 馬 軍과 무리들이 거리에서 여자애들을 꼬여내는 장면

에서 조선 술단의 공연을 공짜로 보기 해 조선 사로 분장하여 들어가려 한

어른이 붙잡히는 장면이다.손수건으로 넥타이를 만들어 목에 두르고 한복을 입

은 여인들을 동한 년의 남자는 馬 軍의 무리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세 번째는 大院의 노천극장에서 《1919년의 닌》과 발 극 《홍색낭자

군》이라는 명 화가 상 될 때 내부의 극장에서는 공산당 간부들이 가슴을

드러낸 여자들이 등장하는 황색 화 틴토라스 감독의 《칼리큘라》를 감상하고

있는 장면이다. 람도 馬 軍과 米蘭 무리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숨어 들어

람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자 리는 이 화는 내부 비 용 화이며 독성이

강하기에 아이들은 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한다.당시 권력층이 인민에

게는 사회주의 이념을 재교육하기 해 명 화를 람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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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강한’ 화를 감상하고 있다는 것을 화에서 보여주면서 당시의 공산당

간부를 풍자하는 것이다.

Ⅳ.인물의 변형

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야기 안에는 사건(무언인가 일어나는 일)이 존

재하며,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

개 구조에 있어서 심인물인 유년시 의 ‘나’와 ‘米蘭’의 계를 둘러싸고 사건

갈등이 발생하는 이야기 내용은 화에서도 거의 그 로 유지되고 있다.다만

소설과 화의 사건 분 을 통해 화화의 과정에서 에피소드 추가나 기존의 에

피소드의 설정 변경으로 인한 스토리 변형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몇 가지 시각

을 심으로 표 변형에 해 연구하 다.

이번 장에서는 소설과 화에 속 인물들이 화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설

정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이 등장하는지 인물형상의 변형에 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소설과 영화 모두 등장하는 인물 변형

1)소설 속 ‘나’와 화 속 ‘馬小軍’

  소설 《動物凶猛》의 서술자 ‘나’는 30 의 소설가이다.‘나’가 들려주는 이야

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학교 시 의 이야기’이며,다른 하나는

소설 도입부의 ‘역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고 며칠 후 동창회에 참석했던 이야

기’이다.이 내러티 의 시간경과에 따라 ‘나’는 세 명의 자아로 분리된다.하나는

등학교 시 의 경험자아와,어른이 되어 역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고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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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 동창들을 만났던 최근의 경험자아,다른 하나는 앞의 두 자아를 돌

아보면서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의 서술자아

‘나’이다.

일인칭 서술에 충실한 《動物凶猛》에서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자

아는 경험자아일 뿐이며 서술자 자신은 담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서사 달자

이다.서술자는 단지 재의 고정된 시 에서 과거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며 그것

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이 듯 일인칭 서술상황에서 서술자와 경험자아 사

이에 시간 ,공간 ,심리 거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서사거리’라고 한다.

《動物凶猛》은 소설 속 ‘나’가 30 가 된 재에서 과거 유년시 의 회상으

로 진행된다.과거와 재,어른과 학생의 시간 ,존재론 거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셈인데,서술의 이 유년 시 에 맞추어져 있어 기본 으로 유

시 의 ‘나’의 기분이나 정서,지각에 충실하게 서술이 진행된다.그러나 이러

한 어린 ‘나’의 시각은 성인이 된 재 자아의 지각을 통해 서술되고 있고,따

라서 서술자의 목소리에는 두 가지 시 이 첩되고 있다.서술자는 자신의 어린

시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 시기의 일들을 재창조하기도 함

으로써,자신의 서술 범주를 경험하는 자아의 체험에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서술에는 어른이 된 ‘나’(서술 자아)의 단,지각이 보완 으로 작

용하고 있고,‘米蘭‘,‘高氏형제‘,’余北蓓’,‘아버지‘등의 심리를 작가 찰자처럼

서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화 《阳光灿烂的日子》의 주인공 ‘馬 軍’역시 성인이 된 ‘馬 軍’이 실제로

등장하고 그의 목소리인 내 이션으로 과거의 기억이 회상되는 설정은 동일하지

만,소설에서 분명한 이름 없이 ‘나’로만 명명하던 인물을 감독 姜文은 ‘馬 軍’이

라는 자신의 兒明을 주며 자신의 개인 경험을 반 시킨다.39)

2)아버지

소설 《動物凶猛》에서의 아버지의 직업은 군부 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

원이지 군인은 아니다.따라서 자식인 ‘나’가 엇나갈까 걱정이 되어 불량한 우

39)姜文감독의 兒名은 姜 軍이었으며, 화 속 馬 軍의 별명인 ‘원숭이’ 한 姜文의 어릴 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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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떼어놓기 해 학을 보내기도 하고 낯선 소녀를 집에 데려와 선생님이라

고 거짓말을 할 때도 차근차근 아들에게 미래의 계획에 한 조언과 훈계를 한

다.물론 ‘나’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들어버리고 만다.소설 속에서 특

별히 아버지의 ‘나’의 청소년기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나는 아이를 무 추켜세우거나 혹은 아이에게 감당 못할 큰 기 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고 본다.체력이나 의지가 약한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은 결국엔 한 무더기의 야

심가나 미치 이를 만들어낼 뿐이다.40)

오히려 아버지와 련 있는 에피소드 부분에서 아버지의 기 와 심으로부

터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설 속 ‘나’가 그 게도 되고 싶어 하던 군인이 화 속에서는 아이러

니하게도 아버지의 직업이 된다.인민의 해방과 조국의 수호를 해 늘 가족을

떠나있는 아버지는 ‘부재’라는 단어로 철된다.이러한 화화 과정의 설정 변형

역시 姜文 감독의 개인 경험,즉 자신의 유년시 상황이 반 된 것으로 姜文

감독의 아버지의 직업이 군인이었으며,아버지(어른)가 문화 명이라는 시

상황에 의해 ’부재’함으로써 어린 馬 軍에게는 화 반 으로 투 되는 빛나

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3)소설 속 ‘高晉’과 화 속 ‘瀏 苦’

소설 속에서 ‘高晉’으로 설정된 인물이 화 속에서는 ‘瀏 苦’라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高晉’이 그러했듯이 화에서 ‘瀏 苦’도 무리의 장 역할을 하여 패

싸움에 앞장서고 소설에서는 高晉에 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들 가장 잘생기고 매력 인 녀석이었다.키도 가장 컸고 혼 아처럼 곱상한 외모

에다가 경험도 다양해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녀석이었다.지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G

erardDepardieu처럼여성들의인기를한몸에받는 화계의최고스타가되었을지도모른

다.41)

40) 另外我也不认为过份吹捧和寄予厚望对一个 年有什么好处，这有强迫一个体弱的人挑重担子的嫌疑， 好的

结果也不过是造就一大批野心家和自大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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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설과 화 속에서 米蘭과 가까워지며 ‘나’이자 ‘馬 軍’에게 米蘭을

사이에 둔 연 이 된다.소설 속에서 ‘재의 나’의 개입이 시작된 시 도 高晉과

米蘭이 가까워졌음을 학생 ‘나’가 인지하면서부터이다.그런 그의 청소년기 이

후 모습을 소설과 화는 다르게 그린다.

소설 《動物凶猛》속에서 高晉은 그 해 말 北京 주재의 한 부 에 있는 여

병과 진지하게 사귀는 이었고 군에 입 했으며 재는 평범한 상 주인으로

지내고 있다고 일상화하지만 화 《阳光灿烂的日子》속에서는 비극 으로 그려

진다.군에 입 하고 어울리는 여자친구를 만난 것까지는 소설과 같은 설정이지

만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 와 에 미쳐버렸다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내 이션과

더불어 Eending장면 北京 거리를 달리는 리무진 속 정상 이지 못한 모습으로,

바보가 되어 성장한 친구들과 함께한다. 한 차 장 밖의 바보를 발견하는 것도

바로 그 이다.

2. 영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1）胡 선생

한동안 국인들은 이 역사 인 세월을 기억에서 되살려내는 것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었다.당시 문 의 추세력이었던 10 반의 홍 병나이 래의

사람들은 이제 국의 각 조직(직장에서이든 창작활동 역에서이든)책임자 으

로 성장해 있지만,그들의 한때가 황폐했던 만큼 지도력의 기감을 느낄만큼 큰

역사 공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10억 인구가 정말 바보같이 휩쓸린 일종의

풍을 10년간 지내며 국은 황폐할 로 황폐해 졌다.

"역사의 발 을 해하는 고루한 통을 부정한다"는 毛澤東의 발언이 홍

41)他当时确实在我们那群孩子中出类拔萃，个子 高，像混血儿一样 亮，而且具有不同寻常的阅历，这阅历熏陶

出他集明朗、残忍、天真于一身迷人气质。如果生逢其时，他本来可以像德帕迪厄那样成为令妇女既崇拜又恐惧

的电影明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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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에게는 왜곡되고 확 재생산 된다.홍 병의 제어불능의 난동은 국의 온갖

역사 유물-오래된 사원,옛날 서 등은 불살라졌다.얼마나 많은 역사유물이

한 재가 되어버렸는가.교수란 직업은 멸시 당하 고, 학교육은 10년간 사라

진다.이 화에서 학교수업시간이 희화 으로 묘사된다.선생의 권 는 땅에 떨

어졌고 학생은 안하무인의 자로 변질된다.

모든 권 를 경멸하고 거기에 도 하는 일이 장려되었던 때라 학교 교사에

게조차 아무런 힘이 없다.이 화가 감독의 자 인 경험을 담고 있거나,단순

히 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만을 다루고 있어서가 아니다.오히려 과거를 고백하거

나 부정하는 형식으로 추억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한 소년(馬 軍)의 성장 뒤에

숨어 있는 당시의 국 자화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아버지는 군인

으로서 거의 매일같이 집을 비우고,어머니는 자신의 외로움과 화풀이를 아들에

게 쏟아 붓고,선생님은 여 히 바보로 불린다.기성세 는 더 이상 존경의 상

이 되지 못한다.세상은 획일 이고,소년에게는 어떠한 꿈도 희망도 없다.소년

이 감당하기엔 세상은 만큼 달려 나간 상태다.

2)어머니

화 《阳光灿烂的日子》 도입부 쟁터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기 해 어

른 아들을 애타게 부르며 찾는 어머니가 등장한다.이 장면 하나 만으로도 그녀

에 한 설정이 모두 표 된다. 화는 그녀를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표 하고 있

다.등장할 때 마다 馬 軍을 신경질 으로 부르거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욕설을

포함한 꾸지람을 한다.

한때는 교양 있는 교사 던 어머니는,당이 부르면 언제든 훌쩍 떠나버리는

군인 남편을 신해 혼자서 집 안을 돌보고 출산과 육아를 하며 남편을 잃는 상

실감과 자신의 처지에 한 설움,스트 스를 표출할 상이 아버지와 같이 늘

집 밖을 배회하며 말썽을 부리는 남편을 꼭 닮은 아들 馬 軍 뿐인 것이다. 화

에서는 소설에서는 없는 어머니와 련된 에피소드가 몇 가지 더 등장하는데,한

가지는 馬 軍이 아버지의 부재42)를 틈타 아버지의 물건들을 몰래 만지던 아

42)아버지의 부재는 그 시 의 상징으로,아버지가 표하는 규범,질서,기율 등을 가져가버렸음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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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의 비 상자 속에서 꺼낸 콘돔을 불어 장난치다가 실수로 터트리고는 몰래

다시 넣어두었는데 이 장난으로 인해 어머니가 동생을 임신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 시 의 상징으로,아버지가 표하는 규범,질서,기율

등이 사라졌음을 뜻한다.문화 명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권 의 해체를 낳고,권 의 해체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증폭시킨다.

여기서 부터 어머니의 불안과 원망이,아들에게는 통제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방

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에피소드로는 동생의 출산일이 가까워 온 듯 배가 불룩한 어머니가

馬 軍의 불량한 학교생활에 한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馬 軍에게 주먹질을

하고 수건을 집어던지며 히스테릭하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어머니의

남편에 한 그리움과 원망 남편 없이 집안을 건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 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표 된 장면이며 곧이어 흥분으로 시작된 진통으로 馬 軍과

친구들의 수 에 실려 병원에 갔던 어머니는 한 연락을 받고 특별휴가를 받아

돌아온 아버지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서며 비로소 미소를 짓는다.이것은 화

시작부분 쟁터로 나가기 해 비행장으로 가는 트럭 뒤에서 어린 馬 軍과 남

편을 향했던 표정보다 더 명확한 미소로 화에서 유일하다.

상 에서 부모님이 같은 계 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결혼을 반 하 다는 것을 이후

에서야 알았다.그러나 그들은 권고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 로 하 다.결과 으로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앞길은 끊기고 말았고 어머니는 원래의 교사 자리를 잃고 주부가 되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성격은 나빠져만 갔다.나는 취학 에는 외할머니 에서 생활했다.나

는 외할아버지가 뜻밖에도 무산계 의 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외할아버지가 돌

아가신 후 어머니는 말이 없어져 갔다.43)

한 어머니가 시 와 사상의 희생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설정이 소설

과 다르게 화에 삽입된다.米蘭이 馬 軍의 집에 함께 있던 것을 아버지에게

들켰을 때 馬 軍의 따귀를 때린 아버지가 격양된 목소리로 米蘭의 출신 성분을

묻다가 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출신성분으로 인해 아버지 출세가 막혔기 때문

다.문화 명이란 특수한 시기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권 의 해체를 낳고,권 의 해체는 모든 사

회 시스템의 붕괴를 증폭시킨다.

43) 화 《陽光燦爛的日子》 내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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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화 후반부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내 이션으로 알 수 있다.

외할아버지가 자살하고,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이 당에서 인정되지 않아 어머

니는 직장을 잃고,아버지는 승진이 막 버렸지만,이 모든 문화 명이 가족에

게 주는 피해는,부모 세 의 피해의식은 다음 세 인 馬 軍에게는 크게 향을

끼치지 못한다.

3)바보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화 속 새로운 인물인 바보는 단순히 어릴 동

네에 하나쯤은 있었음직한 바보로서,아련한 유년의 향수의 매개라고 하기엔 다

담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화 속에서 馬 軍의 무리가 그를 향해

“古論木”라고 외치면 바보는 언제나 “噢吧”라고 답한다.

다리 사이에 나무 를 끼고 다니며 馬 軍 무리가 활보하는 거리를 공유

하는 바보는 언제라도 마주치게 되면 하나의 놀이처럼,암호처럼 서로에게 “古論

木”와 “噢吧”를 외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이는 소설과, 화의 시 배경

이 되는 문화 명을 표하는 것으로,당시 아이들이 꿈꿔왔던 ‘명 웅의 이

상’을 변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친구 王若海가 六條派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馬 軍의 무리

가 보복을 하는 주요 에피소드에서 馬 軍이 벽돌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쳐서 무

리 사이에서 웅화가 된다. 화에서는 바로 바보가 이 주요 에피소드의 발단이

된다.다른 동네 아이들이 바보에게 침을 뱉고,高洋이 오 을 먹이고,그가 몇

년 동안이나 타고 다니던 나무 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馬 軍 무리가

알게 되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 보복의 의미는 명 웅의 이상을 함께

공유하고, 웅이 되고자 하는 실 동질성을 공유하는 동지가 박해 받는 것에

한 보복인 것이다.

화 마지막 부분 역시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에피소드로 성인이 된 馬

軍과 친구들이 리무진을 타고 北京 시내를 달리는 장면은 화 반 으로 흐

르는 밝고 명랑한 톤의 유년기의 생활이 컬러로 표 된 것과 상반되게 흑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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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된다.달리는 리무진 안에서 성년이 된 馬 軍과 친구들 쟁에서 정신이

이상해진 瀏 苦가 창 밖 길가에서 여 히 나무 를 다리 사이에 끼고 걸어가

는 바보를 발견하고 친구들이 기 에 찬 목소리로 “古論木"를 외쳐 지만 바보에

게서 돌아오는 답은 "噢吧"가 아닌 "傻B"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련히 언제나처럼 찬란하게 변화하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 같던 과거가 허구 음을 나타낸다.허구의 과거에서처럼 당연히 ”

噢吧”라고 답해 것은 바보는 오히려 "傻B"라고 외치며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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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結論

1958년생인 작가 王朔과 1963년생인 감독 姜文은 5년의 차이는 있지만 유년시

공통 으로 北京의 大院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문화 명(1966년-1976년)이

라는 시 역동기를 겪었다.그들에게서 탄생한 소설 《動物凶猛》과 화

《陽光燦爛的日子》에서는 그들이 그러했듯이 재의 성인이 된 ‘나’가 과거 유

년시기를 회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작인 소설을 화화하면서 문자 매체인 소설과 음향․시각매

체인 화의 매체 차이로 인한 스토리와 표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어른들이 모두 떠나버린 문화 명시기 北京의 거리와 大院이 주는 자유는

주인공에게 ‘만능열쇠 만들기’와 ‘자물쇠 따기’라는 취미를 통해 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박탈되어버린 사생활을 은 히 들여다보는 쾌락을 가져다 다.

지식인에 한 권 는 바닥에 떨어져 교사는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학교

는 빼먹기 일쑤다.공부는 뒷 이고 집보다는 거리나 大院의 빈 집들을 떠돌아다

니며 패싸움을 일삼고 中 쟁에 나가 인민공화국의 웅이 되겠다는 결의를

보이던 주인공에게 余北蓓나 米蘭과 같은 이성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모든 심

은 이성에 한 욕망으로 이된다.

소설과 화에서는 각각 재의 성인이 된 ’나‘가 작품 속에 개입하게 되는데

개입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소설에서는 ’高晉‘과 ’米蘭‘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

‘가 인지 한 시 이 개입의 시작이 되고, 화에서는 화 도입부부터 수시로 성

인이 된 馬 軍의 목소리가 내 이터로 등장하여 주어진 상황에 한 당시의 자

신의 심리 상황에 한 부연설명을 첨가하는 것이다.

소설 속의 아련한 느낌을 표 하기 해 화에서는 빛의 운용을 통해 햇빛

찬란한 날들을 표 하 는데,특유의 노란빛을 통해 밝고 아련하고 아름답게 표

되었다.

사건의 분 을 통해 본 소설의 주요 스토리는 방황과 일탈을 일삼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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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성에 뜨게 되는 아름다움 시 에 기억에 한 회상과 소설가인 ‘재의

나‘개입시 부터 재까지의 회상된 기억이 왜곡되었고 과장되었다는 고백이 이

어지며 실의 작가인 내가 거짓으로라도 허구인 이야기를 완성하겠다고 다짐을

한다.따라서 지 가지의 기억의 회상이 실제로는 언제부터가 허구인지 알 수

확인할 수 없게 된다.즉,문학이 되어버린다.

화의 주요 스토리는 문화 명 시기 아버지(어른들)의 부재로 얻은 자유를

마음껏 리는 청소년의 친구들과의 우정과 일탈,이성에 한 욕망을 르지 못

해 스스로 괴해버린다. 한 소설 속에 없던 1969년의 어린 馬 軍의 모습을

추가하고,마지막 성인이 된 나와 친구들이 리무진을 타고 北京 거리를 달리다가

바보와 재회하는 설정을 추가하는 시간배열의 변형을 들 수 있다. 馬 軍은 감

독 姜文 자신의 어릴 모습이 많이 투 되어 화 속 설정들이 소설과 다르게

변형되었다.

다음으로 소설을 화화하면서 기존 인물의 설정이 변형되거나 새로인 인물

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되는 등 인물의 변형이 일어났다.상세히

살펴보자면 胡 선생,어머니와 바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여 추가하 고

瀏 苦,아버지 등은 소설에 등장했지만 설정을 변경하 다.

종합 으로 볼 때 소설과 화는 시 배경 문화 명을 소재로 한 여타

화들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보,비 투쟁,홍 병 등의 이데올로기 요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화 주인공인 馬 軍과 그 무리에게 그러한 문화 명

의 코드들은 크게 향을 끼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즐긴다, 는 아련하

게 향수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이것은 감독의 문화 명은 국 사회가 보다

성숙하기 해 필연 으로 겪어야 할 통과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의 근원은 1989년 天安文사건을 계기로 지식인들이 문화의

심에서 차 주변화되고 1992년 鄧 平의 남순강화,1993년 毛澤東 탄생 100주

년을 맞이한 시 에서 격한 시장화가 맞물리며 불완 한 시장체제에 한 아

쉬움과 변하는 사회 변화에 한 불안감에 의해 조성된 문화 상인 ‘사회주

의 노스텔지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작 《動物凶猛》에서도 화와 동일하게 문화 명 시기 北京의 청

소년기가 배경이지만 화와 달리 문화 명과 련된 서사가 거의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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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王朔의 의도된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방식이다.‘일종의 閑話(잠답,

여담,한담,쓸데없는 말)를 사용하여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것44)’인데,王朔의

경우 으로 거 담론인 문화 명을 멀리하고 개인화된 쓰기를 통해 청소년

‘나’의 성장기가 閑話이 되는 것이다.이러한 작가의 문화 명에 한 시각이

담긴 문자매체 소설이 상․음성 매체인 화로 변화되면서 스토리와 표 의

변형,인물의 변형의 통해 감독의 시각이 담기게 된 것이다.

44)최문 ,「王朔의 《動物凶猛》일고찰」,『 국학논총』22집,2007.218쪽 참조



- 57 -

參 文 獻

작품집

王朔,『王朔自选集』，云南人民出版社，2004.

孙波， 杜建业 编，『王朔文集』，华艺出版社，1992.

단행본

王朔,<我是王朔>，北京，国际文化出版公司，1992.

葛红兵，朱立冬 编，<王朔研究资料>，天津人民出f版社，2005.

戴錦華,<무 풍경 국 화문화 1978-1998>산지니,2007.

戴錦華,오경희 외 역,<숨겨진서사 1990년 국 문화 읽기>,

숙명여자 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07.

랑시스 바 아,송지연 역,< 화와 문학의 서술학>,東文選,2003.

제 리 K.올릭,최호근 외 역,<국가와 기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6.

한국 국 문학학회,< 화로 읽는 국>,동녘,2006.

강 구,< 문화와 문학>,보고사,1990.

星,유 학 역,<포스트 문화 명>,지식산업사,2008

보리스 아이헨바움,오종우 역,< 화 양식의 문제>,열린 책들,2001,

시모어 채트먼,김경수 역,< 화와 소설의 서사구조>,민음사,1996,

루이스 자네티,김학용 역,< 화와 문학, 화-형식의 이해>,도스토 스키,

1988.

Trouillot,Michel-Rolph,김명혜 역,<과거 침묵시키기>,그린비,2011.

이형식 외,<문화 텍스트에서 화 텍스트로>,,동인,2004.

허만욱,<(다매체 융합의 시 )문학, 화로 소통하기>,보고사,2010.



- 58 -

백승욱 편,< 국 노동자의 기억의 정치:문화 명 시기의 기억을 심으로>

폴리테이아,2007.

윤택림 편,<구술사,기억으로 쓰는 역사>,아르 ,2010.

김천혜,<소설 구조의 이론>,문학과지성사,1990.

황도경,<문체로 읽는 소설>,소명출 ,2002.

나병철,< 화와 소설의 시 과 이미지>,소명출 ,2009.

서정남,< 화 서사학>,(주)생각의나무,2004.

논문

신재훈,「 상 매체의 문학텍스트 개입에 한 연구」,성균 학원

박사학 논문,2000.

노경아,「王朔 소설 연구:작 ‘건달’인물을 심으로」,부산 학원

어 문학과 문학 공 석사학 논문,2001.

최재용,「王朔 소설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5.

김완희,「王朔 소설 연구」,공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2007.

손소라,「햇빛 찬란한 날들」,고려학교 인문정보 학원 국어번역학

석사학 논문 2002,

이욱연,「소설 속의 문화 명:국 8,90년 문화 명 소설 비교 연구」,

『 국 문학』20집,1999.

최문 ,「王朔의 《動物凶猛》일고찰」,『 국학논총』22집,2007.

김재남,「文革의 암 : 童의 「刺靑時代」,王朔의 「动物凶猛」,東西의

「耳光饗亮」 의 문 의 정신 창상을 심으로 」,『 국학연구』16집,

1999.

백지운,「근 주제의 포스트모던 해결 :최근 국의 ‘성장소설’을 심으

로」,『 국 문학』43집,2007.

박정희,「사회주의 시기 베이징의 기억·공간·일상 :「사나운 짐승들」과 「햇



- 59 -

빛 쏟아지던 날들」을 심으로」,『서강인문논총』27집,2010.

김종 ,「문 재 화 속의 폭력과 ‘기억’」,『 국학논총』34집,2011.

성근제,「문화 명의 상징으로서의 마오이즘」,『 국 문학』62집,2012.

김창규,「문화 명,그 기억과 망각」,『민주주의와 인권』10권 2호,2010.

박춘식,「소설의 화화와 서사의 변형 -소설 《動物凶猛》과 《陽光燦爛的

日子》의 비교를 심으로」,『 국어문학』51집,2008.

송철규,「 화 속에 나타난 北京」,『 국학연구』21집,2001.


	Ⅰ. 序論 -
	1. 연구 목적-
	2. 작가와 감독 소개
	1) 王朔의 생애와 작품
	2) 姜文의 생애와 작품 -


	Ⅱ. 배경 분석
	1. 창작 배경
	1) 動物凶猛의 창작 배경 -
	2) 陽光燦爛的日子의 창작 배경

	2. 공간 배경
	1) 動物凶猛의 공간 배경 -
	2) 陽光燦爛的日子의 공간 배경

	3. 시대 배경
	1) 動物凶猛의 시대 배경 -
	2) 陽光燦爛的日子의 시대 배경


	Ⅲ. 스토리와 표현 변형
	1. 動物凶猛의 스토리
	1) 動物凶猛의 주요 사건 분절 -
	2) 動物凶猛의 주요 스토리

	2. 光的日子의 스토리 -
	1) 光的日子의 주요 사건 분절
	2) 光的日子의 주요 스토리 -

	3. 표현 변형 -
	1) 현재의 나 개입
	2) 이성에 대한 욕망 표현
	3) 사적 공간(사생활)의 발견
	4) 색채의 표현 -
	5) 권위의 해체 -


	Ⅳ 인물의 변형 -
	1. 소설과 영화 모두 등장하는 인물 변형
	1) 소설 속 나와 영화 속 馬小軍
	2) 아버지
	3) 소설 속 高晉과 영화 속 劉梨苦

	2. 영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1) 胡 선생 -
	2) 어머니
	3) 바보 -


	Ⅴ 結論 -
	參考 文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