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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와 ‘변화’ 사이에 위치한 한국 가족영화의 상징적 재현
-영화 <하녀>, <마부>에 재현된 상징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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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1960년 동시대 제작된 한국 화 두 편 <하녀>와 <마부>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계층에 따라 근대화 
전이과정에서 나타난 교차징후의 상징성에 관해 탐구하 다. 이에 표현방식과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사회적 
계층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하녀>(1960)와 <마부>(1961)를 대상으로 화가 재현하고 있는 근대화 전이과
정의 혼재된 양상은 어떠한 형상을 취하고 재현을 통해 화가 던져주는 당시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다. 화 
<하녀>는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한 중산층의 내면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억압과 욕망으로 인해 해체양
상을 드러낸 집단의 이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었다. 반면 <마부>는 사실적 묘사를 
바탕으로 빈민층이 겪는 고단한 삶 속의 고통과 희망의 충돌을 보여주면서 주체성을 상실한 구성원들에게 새
로운 인식으로 표현했다. 결국 두 편의 화는 당시 근대화의 유입에 따른 혼재된 상황, 즉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적 징후들로 인하여 생산되는 사회적 모순에 의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어 :∣근대화∣전이과정∣교차적 징후∣모방∣재현∣상징성∣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symbolism of cross symptoms of different classes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based on the imagery of <The Housemaid> and <The Coachman>, both of which are Korean 
films made in the same era of the 1960s. The study referred to a number of Korean family movie films 
in the 1960s, in particular <The Housemaid (1960> and <The Coachman (1961)>, which are notably 
different in ways of expression and in social class of the subject matter, and identifies how the films 
express the mixed aspects of the cross modernization period. The film <The Housemaid> uses a 
grotesque expressionist method to voyeuristically look into a newly emerging middle class family, and 
the deconstructive aspect of a family unit whose excessive desire leads to its own ruin; thus, the film 
presents a new perspective into the various social issues that emerge in the near future. In contrast, 
<The Coachman> engages realistic depictions to describe in detail the deep conflict of pain and hope 
within the hardships of life from the urban poor through a deep family conflict. Ultimately, the two films 
expose the various social issues through the familiar and the unfamiliar that appear from the mixed 
aspects of the cross modernization period, in other words, the conflicting images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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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60년대 근대화 전이과정 속에서 한국 가족
집단이 선택한 변화 양상과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문제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근대화 교차시기 한국사회의 단면을 각기 다른 재현 방
식을 통하여 사실적이면서도 세련된 양식을 빌려 정교
하게 묘파(描破)하고 있는 당시의 한국 가족 화를 선
별·분석하여 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가족집단의 특성
과 근대화 기획의 이중성과 실체적 상황을 분석함으로
써 화가 매체적 기능을 통해 내세우는 사회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1960년대 군부의 정권장악을 통해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되었던 ‘근대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당시의 사회구
조와 생활양식에 있어 모든 것을 일순간 뒤바꿔 놓은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며 사회의 권력 분배구조를 재편
시켰다. 이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일어나는 보편적
인 변동과 함께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의 
자주적 열망을 통한 사회변동에 따른 결과로 진행되었
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
건과 함께 워낙 단기간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과정으로서 여러 면에서 새로움에 적응하는 시대 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1945년 광복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
지 겪어 온 변동과 발전은 실로 격동적이면서도 혁명적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은 혼
재된 양상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혼란은 물론 
가치체계의 변화까지도 일으킴에 따라 정치·사회·문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1]. 박승관
(1993, 1996)은 이 같은 한국사회의 격동적 변동에 대
하여 “압축적 성장(condensed growth)”으로 정리하
며 한국사회가 반세기 동안 달성해 낸 고도의 압축적 
성장은 본질적으로 양면적이며,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고 도의 압축적 
성장 과정은 ‘성공’과 ‘건설’의 기록인 동시에 ‘파멸’과 
‘사회적 모순’의 역사라 할 수 있다[2].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빠른 속도로 확산된 대
미 문화의 향으로 인해 생산된 근대화 전이과정은 자
본주의를 대하는 우리의 안일한 태도와 무지 속에서 모

방적 형식으로 한국사회에 진입하 다. 모방적 형태로 
등장한 서구사회의 판타지적인 이미지는 한국사회 구
성원들로 하여금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쟁 속에서
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
깝게도 정부는 국가 재건이라는 미명아래 사회를 이루
는 가장 기초집단인 가족집단에 대하여는 돌볼 겨를 없
이 외면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한국사회는 전
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피폐된 암울한 사
회에 직면했으나, 한편으로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사
람보다 한 발 앞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제공되었다. 기회를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사
회구성원들의 계급상승에 대한 희망적 기원은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리며 개인의 경제적 창의력
이 극대화 되었고, 한편으로는 근대화 시기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국가재건을 목
표로 하는 공적 역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시기라 
볼 수 있다. 이에 가족문제와 같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나 온전
히 사회 구성원 개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그 결과 가족문제와 같은 사적 역에 해당하
는 사회문제들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는 사회 내부 깊
숙이 자리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의 핵심적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화는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적 역에 해당하는 사회문제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하며 사회 외부로 끄집어내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인
식하도록 만들어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
했다.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이 같은 사회문제를 화
를 통해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은 결코 반가운 일은 아
니다. 당장 눈앞에 직면한 피폐해진 사회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분명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 화의 시대적 상황은 1960년경부터 가족을 소
재로 하여 당시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외부로 드러내려는 많은 시도를 하 으며, 이는 1960
년대 중반까지 가족드라마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당
시의 가족드라마로는 라디오 방송극을 각색하여 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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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러티브와 대사, 생동감 있는 인물들의 개성을 보
여주며 가족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 <로맨스 빠
빠>(1960, 신상옥), <박서방>(1960, 강대진), 초국적 상
상력으로 50여 년 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세련
미를 자랑하는 <하녀>(1960, 김기 ), 현실감 있는 생
활 묘사와 풍자적인 대사로 인기를 얻은 <마부>(1961, 
강대진), <삼등과장>(1961, 이봉래) 등이 대표 작품으
로 뽑힌다. 이들 대표작들은 가족집단에서 벌어지는 갈
등의 재현을 통하여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대립되는 사
회현상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당시의 자
유로운 분위기와 사회의 평등화에 따른 여권신장을 통
해 새로운 사회가 요청하는 변화된 가족주의를 소환시
킴에 따라 전통성에서 근대성으로의 전이과정에서 나
타나는 사회변동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3].

본 논문은 근대화 전이과정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로
부터 소홀해지며 기존사회로부터 소외된 가족의 해체
적 변화 양상을 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의 
한국 가족집단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있어서 가족집단의 붕괴
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라
기보다 화에 나타난 가족의 모순과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동적 자세에 변
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집단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에 기댄 채 발전하지 못하
는 측면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집단의 근원적 형태를 파악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드러내
고 있는지 더욱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를 위
하여 현대 가족사회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1950~60
년대를 기점으로 집중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시 전통과 근대가 대립되는 교차점을 각기 다른 스타일
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한국 화 <하녀>와 <마부> 두 
편을 사회현상과 결합하여 다각도로 집중 탐구함으로
써 현대사회에서 가족집단이 겪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대화 과정이 전이되는 1960년도를 그대
로 관통하고 있는 화 두 편을 집중 분석한다. 화 관
람의 주된 목적은 화가 재현하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여 기존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꾀하기 위함이다. 이에 화에서 재현해 내고 있는 
서사와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표현
하고 있는지 집중 탐구하여 두 편의 화가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
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를 갖고자 하는 만큼 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와 서사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미학의 총체적 진실을 담고 있는 미장센과 텍스트가 가
지는 기호적인 해석으로 다뤄질 것이다. ‘권승태’는 미
장센과 몽타주의 기호학적 통합에 대하여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의 예술작품론과 프랑스 기호학자 
장 마리 플로슈(J. M. Floch)의 시각 정체성에 대한 이
론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에드아르도 네이바(Eduardo 
Neiva)가 소개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예술작품론에 대
하여 언급하며 “독립된 예술작품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그것의 현상으로서 현현(manifestation)을 다
루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화를 하나의 기호로 인식
하고 그 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화에
서 명시하고자 하는 예술적 표현은 다른 예술과는 달리 
그 분석이 복잡하여 숏의 미장센뿐만 아니라 화가 갖
는 고유의 움직임에 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몽타주까지 분석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
게 된다. ‘권승태’는 그 이유에 대하여 화의 편집단계
를 통해 설명한다. 화가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 만
큼 다양한 예술분야의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편집을 통
해 브리콜라주(bricolage)되어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완전체를 형성하는 기호로서 상징화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하나의 독립된 이미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몽타주를 형성하고, 이는 전체로서 통합되는 이미지
로 귀결되어 복잡한 기호를 형성하기 때문에 화를 제
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적 이미지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4]. 그러나 서사체계를 다루는 
화의 경우 이미지에 재현된 기호 분석만으로는 부족하
다. 이에 프랑스 기호학자 장 마리 플로슈가 이미지의 
공간과 형태에 기초하여 스토리의 선형적 서술을 다루
고 있는 ‘시각적 정체성(Visual Identities)’에 대한 연
구 방법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플로슈는 이미지와 
시간의 연속성에 의한 서사를 시각정체성을 통해 하나
의 통합적 기호체계로 다룸으로써 화 텍스트에 대한 
기호 해석과 시간의 집합체로 재현된 몽타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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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된 이미지들의 파편들이 한데 모여 또 
다른 완전체를 형성하는 화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
여 한국 화 <하녀>, <마부> 두 편의 화에서 재현하
고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화가 제
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능을 밝혀내고자 한다. 

Ⅱ. 근대사회의 전이과정에 나타난 욕망의 재현

가족주의의 보편적 개념은 특정 가치 기준이 가족집
단에 향을 미쳐 집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며, 사회적으로 기능하도록 관여하여 사회의 기초
공동체로서 꾸준히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노력하
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한국 가족집단의 경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유교적 관념과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통
치 이념이 한데 섞여 우리만의 특수한 가족주의를 강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족 우선적 가치지
향성을 넘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사회문화의 중심
원리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가족은 여느 
사회집단과는 달리 가장 강한 유대감을 드러내며 오랜 
기간에 걸쳐 가족주의라는 가족집단 만의 특유한 이데
올로기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특별한 위기상황에서 가
족 집단의 결집을 강화시키고 집단을 유지하려는 전체
로서의 완전체를 위한 위계적 질서를 확립하 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일생동안 특별한 유대관계를 이어가
는 집단적 특성에 의해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근간이
었으며, 가족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위기상황에
서 생산된 결과물인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양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6].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가족 간의 유대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가족의 규모 역시 
상당히 축소되었다. 반면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화는 강
해졌으며, 가족의 관념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확대되
었다. 

일제의 탄압과 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억압과 폭력
에 지배당했던 사회에서 전쟁 후 국가와 민족이 원했던 
변화의 주체는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확립’을 우선시하
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주체성 확립

은 다시 한번 서구사회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당시 제작된 화 <하
녀>와 <마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통가족이 근
대화를 거치면서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정체성의 혼
란을 겪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화
의 주된 흐름은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는 교차시점에서 
‘변화’와 ‘유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사회구성원의 내
면과 빠르게 변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체제의 외형을 관
통한다. 전통에서 근대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
서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이 사회
현상과 혼재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은 곧 사회적 
모순으로 이어진다[7].

<하녀>는 김기  감독이 1960년도에 제작한 화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즉 세대, 민족, 연령, 성별을 뛰어넘
는 어떤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화적 경험을 제공하
는 화다. 당시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족이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점차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관객
으로 하여금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
써 현실을 재해석하도록 만들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만든다. 
<하녀>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통해 발휘되고 있는 짙
은 호소력은 개인적 욕망으로 인해 과잉 생산된 억압과 
폭력을 그대로 노출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극적 긴장감
에서 비롯된다. 화 속 동식 가족이 품었던 욕망은 기
득권 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려는 ‘변화’에서 출발하여, 
진입 후에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욕
망의 폭주로 이어지며 화는 주관적인 해석을 갖도록 
만든다. 화는 이 같은 욕망의 변화에 대하여 강인한 
이미지로 각인되는 상상적 재현을 통해 당시 사회 구성
원들이 자각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안일했던 태
도와 그 결과에 대한 공포의 흔적들을 세련된 미장센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추적하도록 만들었다[8][9].

<하녀>가 새로운 질서 체계에서 겪는 사회구성원의 
내면적 욕구를 상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면, 1961년 
개봉한 강대진 감독의 <마부>는 1960대 초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실체적으로 접근
하고 있는 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빈민이 겪는 고
달픈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냄으로서 당시 많은 서민들
의 애환을 위로해 줌과 동시에 그들의 희망을 노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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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작품에서 그려내는 실재하는 부재에 대한 강
렬한 묘사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며 1961년 제
11회 베를린 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면서 그 작품
성을 인정받게 된다. <마부>는 도시빈민층의 고단한 삶
속의 고통과 희망의 충돌을 가족 구성원 간의 깊은 갈
등 구조를 세 하게 그려낸다. <마부>에서 등장하는 가
족집단이 재현하고 있는 욕망은 <하녀>와는 달리 기득
권 사회로의 진입 이전의 과정에 머물러 있다. 이들 가
족의 출발점이 달동네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출신자체
가 기존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 이
를 증명한다. 교차시기에 나타난 ‘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들 역시도 장남의 신분상승을 통한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하녀>에서 그려내고 있
는 ‘변화’와 유사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해체된 가족의 재결합을 통한 온전한 가족
집단의 복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 짙은 객
관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두 편
의 화는 근대화의 교차점에서 ‘변화’와 ‘유지’사이에서 
갈등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
회적 모순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동시대에 선보인 두 화는 같은 시기 만들어졌다고
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전혀 다른 결을 보이며 당
시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생소함을 계
층의 구분을 두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녀>는 
서구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에서 부여잡은 기회의 욕
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 하는 사적 희망을 재현하지만 오히려 파괴되는 결말
을 보이는 반면, <마부>는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전
통적 계승을 통한 사회적 복구를 통해 공적인 희망을 
재현하며 결과에 있어 온전한 사회의 복구를 그려낸다. 
그러나 두 편의 화 모두 성격은 달리하고는 있으나 
가족사회가 취하고자하는 내면세계의 재현에 있어서는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가족집단의 강한 욕망
이 서사와 이미지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라는 기호로 동
일하게 표현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자면 화에서 재
현되고 있는 이미지는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근대화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흔적들
에 대한 징후들로서 기호적 의미를 생산하여 상징화된 
사회 이면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서사와 캐릭터가 재

현하는 연기는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체제변화에 따
른 이분법적 경향들, 이를테면 전통과 근대, 희망과 불
안, 해체와 결합과 같은 상반된 징후들의 결과를 기호
적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하녀>와 <마부>는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재현
하고 있는 이미지를 통하여 당시 근대화의 교차에 따른 
혼재된 양상 속에서 생산된 자유와 방임 사이에서 발생
한 욕망의 주체, 즉 변질되어가는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의 일상을 파고들어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
을 파헤치는 화가 된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내면의 
욕망과 결합하여 정체성의 혼란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
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오는 공포를 생
산하여 우리로 하여금 현실사회를 재인식하도록 만들
고 있다. 이 같은 의미 양산은 프로이트가 제안한 기원
적 판타지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체장르’를 통해 작동하
는 욕망의 생성과 사회적인 호소력을 상징적 기호를 통
하여 사회적 의미를 재생산한다[10].

Ⅲ. 장르적 스타일에서 오는 교차적 징후

- 상징적 이미지들
두 편의 화는 ‘변화’와 ‘유지’로 점철되는 근대화의 

교차점에서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는 과정을 미학적 표
현을 통해 상징화 시킨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를 표현
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하녀>의 경우 근대
화 시기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을 재현해 내기 위해 모
더니즘 스타일로의 전환을 꾀하며 표현주의 방식을 취
하고 있는 반면, <마부>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있는 그
대로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도시 빈민의 삶 깊숙이 파
고들어 관객과 화를 동일화 시키는 리얼리즘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하녀>는 미학적 연출을 통한 표현
주의적 미장센이 화적 의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된 재료가 되며, <마부>는 실제적 공간 안
에서 벌어지는 보편적 삶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연대기를 압축한 것과 같은 춘삼가
족을 통해 벌어지는 주된 서사와 내러티브가 화적 의
미를 생산하는 주된 재료가 된다[11].

두 화가 각기 다른 스타일로 당시 한국사회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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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현해내고 있지만 주된 내러티브의 진행 방식에 있
어서는 서구자본주의의 향에 따른 모방적 형태와 그
로인해 발생하는 충돌에 따른 갈등 구조를 취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동일시기에 제작된 화로서 
화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한국사회의 사회성 또한 일제
의 식민의식이 아직 남아 있던 시기 으며, 서구 자본
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의식이 교차하는 시기 다
는 점도 유사하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
는 두 화는 모방된 이미지 재현을 통해 권력이라는 
욕망의 표출로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
의 갈등을 통해 전통과 근대의 충돌을 화의 요소로써 
상징화시키고 있다. 미셀 푸코의 생산적인 권력 이론에 
따르면 식민담론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은 실재하는 존
재라기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발현되는 과정의 
산물로서 권력이행이 실패할 경우 수많은 사회적 모순
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권력의 이
행을 위해 실행하게 되는 모방된 행위에서 나타나는 작
은 차이가 기존 사회체제의 분열을 야기하는 과정이 된
다. 결국 실체가 없는 관념의 모방에 있어서는 원본이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핍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써 두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인종적, 역사적 차이에 의해 사회체제
의 완벽한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
은 불완전한 체제이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때 이것이 바로 사회적 
모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2]. 화 <하녀>와 
<마부>는 화를 통해 당시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해 
발생한 방임적 행위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 비
꼬는 시선을 내던진다. 당시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력함
을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도
입하 으며,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생소함은 우리사회에 판타지적인 이미지
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방임적 형태에 놓 던 사회구
성원들에게 이 같은 판타지적인 이미지는 동경의 대상
을 넘어 동질화 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화에서 재현하고 서구사회에 대한 모방적 행위는 당시 
사회를 읽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 <하녀>에서 재현된 중산층 가족의 모방적 이미지

<하녀>에서 세련된 미장센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욕
망의 상징들, 즉 억압으로부터 과잉 생산된 성적 판타
지와 폭력성은 시각화 된 기호를 통해 주제를 강화시킨
다. 화 속 공간의 전체를 지배하는 2층 양옥집은 기
득권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계층으로서의 계급적 상승
에 대한 과시의 결과물이자 과잉 생산된 욕망의 근원으
로서 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함축적 모형이
다. 집안에 설정된 천정이 아닌 벽에 부착된 조명, 벽에 
걸린 많은 그림들과 조각상, 그물과 같은 기이한 무늬
의 벽면, 통유리로 된 창과 테라스, 세련된 부엌과 가구
들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 상징
들로 등장한다. 반면 배우들의 의상과 과장된 연기, 이
치에 맞지 않는 사건과 대사, 교차와 충돌을 연상케 하
는 배우의 동선과 공간의 구조 등은 전이과정에서 나타
나는 변화과정을 상징화 하고 있다. 교차 징후들로 상
징화된 이미지와 상황은 모두 교차시기 과도기적 상황
에 놓인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으로서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에 따른 서구사회를 모방한 형태로 기호화된다
[13].

이처럼 화 <하녀>에 등장하는 모방적 형태의 상징
화된 기호는 서사의 주된 흐름에서 의미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보통의 화들과는 달리, 상당히 직접적이면서
도 부담스러울 만큼 과잉적으로 해석된다. 모든 서구의 
양식들이 배치되어 있는 2층 양옥집은 1940년대 할리
우드 가족 멜로드라마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던 미국 중
산층의 집을 그대로 연상시키며, 서구가족들이 한국사
회에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옮긴 형태로 화에
서 재현된다. 그리고 화는 그 안의 공간에서 한국 가
족집단으로 하여금 익숙지 않은 생활방식을 이어가도
록 만든다. 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서양식 가옥
에서 서구가족을 흉내 내며 생활하고 있는 동식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된
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김기  감독이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충돌에
서 오는 감정이자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섞인 경
고의 메시지다. 2층 양옥집을 세트로 제작하여 철저한 
계산 하에 자신의 미장센을 연출한 이유도 이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
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서구 자본주의를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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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2층 양옥집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와 당시 익
숙지 않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의 충돌을 상징한다. 
집이란 공간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에 대한 욕망
을 채워가도록 연출하여 자본주의의 과잉된 물신주의
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전쟁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인 주변의 
삶은 빈곤과 파괴된 공간 속에서의 피폐해진 삶이 일상
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사회 재건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꿈꾸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은 현실과 직면하기보다는 당장 마주한 현실에서 벗어
나고픈 맘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당시 시대
가 직면한 상황은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기회이
자 희망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하녀>는 이 같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인식한 당
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과잉 생산된 욕망을 뒤쫓는 
화가 된다. 이들에게 근대화의 전이과정에서 나타난 ‘변
화’는 새로운 질서에서 누구보다 먼저 주류사회에 편입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그 변화의 끝에는 ‘유지’
하고픈 욕망이 자리하게 된다.

1960년대 한국사회의 주체는 원조를 통한 국가 재건
이 가장 큰 목표 다.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상황에서 
전폭적인 원조를 통하여 근대화론을 전파하고, 이를 위
하여 물적, 인적, 심리적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게 된다. 당시 미국이 추진한 근대화 프로젝트는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었
으며, 이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까지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14]. 미국은 근대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수많은 미군과 그들의 가족을 한국으
로 이주시킨다. 일제 식민시기와 달리 미국의 이주 과
정은 한국사회의 반감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통한 
미국의 자본주의 역시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한국사
회의 주류에 편입된다. 정부의 주체적 역할이 미비했던 
당시 한국사회에서 피폐해진 삶을 이어가던 한국 사람
들에게는 미국 서구가족의 화려하고 행복한 이미지는 
곧바로 동경의 대상이 된다. 이는 결핍상태에 놓 던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상상의 판타
지를 심어주며 욕망의 대상이 된다. <하녀>는 바로 2층 
양옥집에서 사회 기득권층의 삶을 갈구하는 한국사회
의 모방된 형태와 변질된 모습을 통해 과잉 생산된 욕

망의 과정과 결과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2층 양옥집을 채우고 있는 요소들은 또 다시 화의 

내러티브와 기술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개별적인 존재
로도 의미를 생산해 낸다. 조명의 경우 전통적 한국 가
옥의 경우 한 한가운데 혹은 천정 가운데 위치하며 집
안 전체를 비추는데 목적을 가진 반면, <하녀>의 2층 
양옥집의 조명은 벽면 측면에 위치하며 미학적 기능을 
우선시 한다. 벽의 측면에 조명이 위치하다보니 당연히 
인물은 어둡고 오히려 인물의 주변부, 즉 자신이 내세
우고자 하는 미장센 요소들을 더욱 밝게 비춘다. 2층 
양옥집을 서구 자본주의에 의해 변질되어버린 한국사
회라 해석할 경우 김기  감독은 그 원인에 있어 사회 
구성원보다는 체제와 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사회 
그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기호적으로 재현했
다고 볼 수 있다.

미술작품을 연상시키며 집안 곳곳의 벽면을 가득 채
운 소품들 역시도 과잉된 욕망을 상징한다. 얼핏 서구 
중산층 가족을 흉내 내기 위한 미술 소품으로 보이지만 
벽면에 가득할 정도로 과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과하게 설정된 소품들 사이 매우 이
질적인 한국의 전통 탈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동
식이 신문 기사를 읽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장면에서 아
주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치 동식 가족의 대화를 비웃
기라도 하 듯 아주 익살스런 표정을 담고 있다. 탈은 한
국의 전통적인 민속극에서 풍자와 해학을 상징하는 핵
심이 된다. 결국 과하게 설정된 서구의 이미지들 사이
에 탈을 배치함으로써 교차시기 근대와 전통이 공존하
고 있음을 재현했다. 또한 탈이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 
당시 욕망에 사로잡혀 변질되어 가는 한국사회 구성원
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비꼬는 인상을 심어주어 비
판 섞인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한다. 화는 탈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변질되어 가는 모
습을 폭력과 억압으로 귀환하여 동식가족을 흔들어 놓
는다. 화는 혼재된 양상 속에서 흔들리는 주체로 동
식을 선택하여 카메라 기술과 결합된 형태로 재현한다. 
거울을 이용하여 고뇌하는 모습을 통해 선차적으로 선
보 으며, 계단에서 하녀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계단 
벽에 걸린 조각상의 초점을 흐리며 흔들리는 장면 연출
을 통해 과잉된 욕망이 새로운 질서와 충돌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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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현했다. 동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극중 
가장의 역할로서 교차하는 시기에 새로운 질서에 적응
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부
재하는 주체 상실의 국가(정부)와 동일시 되도록 만든
다.

화 <하녀>의 미장센에서 주목할 점은 2층 양옥집
의 구조라 할 수 있다. 2층 양옥집은 동식가족이 이사 
전 잠시 머물렀던 단칸방의 구조와 비교대상이 된다. 
단칸방의 경우 한국의 전통가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가난에 허덕 던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인 가옥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단칸방에서 보
이는 이미지들은 2층 양옥집과는 달리 창문의 문양이
나 폐쇄적인 구조, 좌식 식탁 등 비교적 한국 사람들에
게 익숙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며, 동식가족의 일상 역
시 전형적인 가족집단의 형태를 취하며 관객들에게 익
숙함으로 받아들여진다. 폐쇄적인 구조와 익숙함은 관
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일상과 동일시하도록 만들
어 굳이 훔쳐보고자 하는 욕망을 잠재운다. 따라서 카
메라 움직임 역시 일상의 재현을 위해 정지 상태로 자
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또한 단칸방이란 협소한 공간
의 설정은 한 가족을 온전하게 한 장소로 모이도록 만
들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도록 하
고 있으며,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어떠한 
가족문제의 발생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만
든다. 결국 잠시 보이는 단칸방의 설정은 전형적인 가
부장제의 가족 형태를 재현한 것으로써 당대의 해체된 
가족형태로 기능한다.

반면 2층 양옥집은 전형적인 서구가옥의 형태를 취한
다. 상당히 개방적이고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도록 공간
마다 분리시켜 놓아 당시 관객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낯
선 풍경을 제공한다. 이때 느껴지는 낯선 감각은 익숙
한 단칸방과는 대조적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
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단칸방에서 한데모여 가족 
내 문제에 대하여 직관적인 반응과 구성원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2층 양옥집의 분리
된 내부 구조는 자연스럽게 동식 가족을 해체 시킨다. 
동식의 피아노 방, 아내의 작업실, 아이들의 방, 하녀의 
방 등 구성원 각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나의 집단 체제를 이루고는 있

으나 가족 구성원들을 각각 개인화 시켜 유대관계를 약
화시킨다. 이 같은 경향은 가족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
는 상황을 초래한다. 동식가족 역시 화 안에서 다양
한 가족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해 
결국은 가족이 서서히 해체되어 파괴되는 것으로 재현
되고 있다.

분리된 구조 외에도 커다란 유리창으로 제작된 개방
적인 형태는 집안을 훤히 들여다보게 하여 관객들로 하
여금 호기심을 넘어 욕망을 불러일으켜 관음증을 유발
한다. 이는 카메라가 관객의 위치와 동일시되도록 창문 
밖에서 위치하다가 창문을 통과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즉 
카메라는 관객의 시선을 대신하여 스크린의 물리적 공
간을 허물고 관객으로 하여금 서구 중산층 가족을 흉내 
내고 있는 동식가족의 낯선 풍경을 훔쳐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음증의 형태로 드러나는 심리적 변화는 

화의 중심 내러티브를 이끄는 감정의 중심축이 되며, 
화 속 인물 하녀를 통해 세 하게 재현되어 스릴러장

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낯설음, 과잉적 생
산, 관음증 등의 요소를 통해 관객들이 당시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요소를 화적으로 재현했
다면 2층 양옥집의 계단은 당시 불안한 사회의 단면을 
기술적 요소와 결합하여 당시 혼재된 양상에 따른 왜곡
된 사회를 상징화 한다. 단칸방이 공간의 제약을 통해 
구성원들을 결집시켜 자연스런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
능했다면, 2층 양옥집은 분리된 공간을 계단이 연결시
켜줌으로써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 <하녀>에서 보여 지는 계단은 소통의 기능을 상실
하여 죽음의 공간이자 파괴의 공간으로 재연된다. 하녀 
뱃속 아이의 유산, 창순의 죽음, 하녀의 죽음 등 화에
서 재현되고 있는 대부분의 죽음이 계단에서 이뤄진다. 
결국 계단은 소통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의 폐단에 의해 변질되어 버린 한국
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상징한다. 화는 하녀가 물 컵
에 물을 채워 들고 가는 장면에서 물 컵에 비친 왜곡된 
계단의 이미지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동식가족의 2층 양옥집
의 일상은 서구 중산층 가족의 삶을 흉내 내고 있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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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사회의 엘리트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동식가족의 해체적 양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가
족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재된 양상 속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교차시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인종적, 역사
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본 결핍에 따른 모방적 수
행과정의 모순된 결과로, 당시 한국 사회의 결핍상태에 
따른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작동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층 양옥집은 서구 자본
주의에 대한 판타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으며, 공
간 자체가 하나의 사회체제를 상징화한 거대한 관념으
로 자리한다.

2. <마부>에서 공간이미지로 재현된 근대 서민가족
의 리얼리즘
화 <하녀>가 회화적인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가족의 해체적 양상을 관객과 마주하도록 만들었다면, 
동시대 제작된 <마부>는 근대화에 직면한 1960년대 서
민들의 삶을 비교적 솔직하게 담아내려는 리얼리즘적 
시도를 통해 시대의 보편적인 가족문화를 관객들에게 
마주하도록 만든다. 화에서 재현되는 이미지는 사실
적 묘사를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의미보다는 진실 된 
의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실의 재창조 없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노출함에 따라 서민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화는 도시빈민층에 해당
하는 서민가족의 빈곤한 삶을 추적한다. 이들 가족이 
머무는 남루한 공간은 사회 주변부에 머물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피상적이고 고단한 일상은 같
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소외된 군상을 대표한다. 근대
화 교차시기 ‘변화’의 시점에서 <하녀>의 동식에게는 기
회의 시작을 기득권층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상
태에서 출발시켰다. 피아노 선생이라는 엘리트 신분과 
완공직전의 2층집이라는 도심 속 공간이 그것이다. 그
러나 <마부>의 춘삼가족에게는 어느 것도 주어진 것 없
이 출발시킨다. 오히려 아내이자 엄마가 없는 결핍 속
에서 시작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들이 머물고 있는 
낡고 허름한 집을 통해 이들 가족이 근대화의 ‘변화’속
에서도 전통에 갇혀 있음을 상기시킨다[15]. 이러한 이
유로 이들 가족이 재현하고 있는 욕망은 <하녀>의 동식

가족이 발산하고 있는 욕망보다도 오히려 더 과잉적일 
수 있다. 화가 등장한 시기가 <하녀>와 마찬가지로 
근대화 교차 시기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서민가족의 욕망, 즉 새로운 사회체제로
의 진입을 통한 계급적 상승을 이루려는 행위는 당시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화 
<마부>는 시대의 리얼리즘을 반 하고 있는 만큼 당시 
한국 사회의 가족집단을 대표하면서도 전통적 관습과 
근대가 함께 공존하는 교차시기의 시대상을 사실적으
로 묘사하고 있다. 화는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전통적 관습과 근대화의 유입에 
따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회의 외면을 충돌시키며 
혼재된 상황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집단의 
일상을 여과 없이 재현해냄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자
신들의 일상을 추적하도록 만든다[16].

화에서 재현하는 교차시기의 충돌이미지는 공간에
서 느껴지는 시각적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데 소외된 집
단이 머물고 있는 달동네의 풍경과 화려한 도심 속 풍
경을 교차시키며 기호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 상징
화 시켰다. 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크게 세 군데로 
압축되는데 춘삼이 살고 있는 서민 중에서도 하층민들
이 묶는 달동네의 끝자락,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언
덕 중턱의 전형적인 달동네 군락, 그리고 부유한 계급
층이 살고 있는 도심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주거공간의 위치 차이는 당
시 사회적 계급을 부류에 따라 나눠놓은 사회계층을 구
분 짓는 잣대가 된다. 먼저 춘삼이 살고 있는 달동네의 
끝자락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실재
적 이미지를 날것 그대로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삼의 집안에는 이렇다 할 장식이나 회화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 덕지
덕지 붙여놓은 종이 쪼가리들만이 보일 뿐이다. 세련된 
거실을 대신해 마루가 놓여 있고, 부엌은 별도의 공간
으로 형성되어 있다. 식탁 대신 소박하게 차려진 식사
가 밥상으로 차려져 방안으로 들여진다. 마당 한편에는 
말을 관리하는 마구간이 존재하며, 허름한 대문을 열면 
마당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옥의 외형은 낡
고 허름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옥
형태를 보인다. 춘삼이 살고 있는 달동네의 외경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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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적 풍경을 그대로 연출한다. 낡은 가옥 주변은 황
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외롭고 처량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반면 춘삼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주인집의 경우 <하
녀>에서처럼 낯설고 세련된 이미지는 아니지만 큰 유리
로 된 문과 창이 보이며, 방 안은 특이한 문양의 벽지를 
깔끔하게 붙여놓은 모습으로 춘삼 집의 이미지와 충돌
하며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외부의 공간 역시
도 달동네의 끝자락에서 보 던 황량한 벌판 대신 넓은 
신작로가 펼쳐져 있으며, 펼쳐진 길 위를 자동차와 많
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지나다니는 장면이 연출된다. 길
가에는 2층으로 된 신식 건물이 들어섰으며 건물 1층
에는 약국, 다방, 식당 등 각종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달동네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
와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하며 정체모를 것들이 혼재된 
양상으로 당시 교차시기에 나타나는 모든 형태가 모여 
압축된 분위기를 연출함에 따라 생동감을 보임과 동시
에 씁쓸한 이면을 들여다보이도록 만든다.

한편 서민들의 삶의 공간에 나타나는 교차시기 징후
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달동네의 풍경들이
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좁은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으며, 빼곡히 들어선 집들은 남루한 자신들과 똑 닮
은 모습으로 낡고 허름하며, 언제 무너질지 몰라 축대
를 받쳐놓은 형태로 위태롭게 느껴진다. 가옥의 형태는 
그저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기본 형태만 갖춘 모양으로 
전통가옥도 아닌, 그렇다고 새롭게 등장한 양옥집도 아
닌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형태를 보이며 임시로 머무는 
정체모를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도심처럼 줄지어 늘
어선 간판들은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로 북적되는 모습
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달동네의 끝자락처
럼 황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달
동네의 생경한 풍경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감정을 불
러일으키지만 이러한 감정이야 말로 근대화 교차시기 
서민들의 가슴속에 실재하는 부유하는 감정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결국 남루히 빼곡하게 늘어선 낡은 집들은 
기존 사회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일상적 외형을 상징화
한 것으로서 임시거처로 인식된다. 잠시 머물다가는 일
시적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당시 서민들의 정착에 대
한 욕망을 더욱더 상기시키며 유랑민과 같은 그들의 고

단한 삶을 반 한다. 결국 화 <마부>에서 비춰진 세
련된 도심의 공간과 전통을 떠올리는 전통가옥과도 차
이를 드러내는 달동네의 생경한 풍경은 사회 어느 곳에
서도 제대로 정착하기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
들의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엿보도록 만든다. 또 좁은 
골목길은 그들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깊이를 느껴지
도록 만들며, 정적이 흐르는 공간의 분위기는 그들의 
치열한 삶이 그들이 희망하는 도심 공간 어딘가로 향해 
있음을 설명한다. 역사적 사건 후에 공적인 역 밖으
로 려난 소외된 이들의 삶은 결국 집을 잃어버린 비
천한 고아들의 삶을 닮아 있다. 전쟁 후 해체된 가족들
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다시 온전한 집
합체로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가족집단
은 빈곤이라는 현실 앞에 또다시 내면적으로 해체적 양
상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독 강대진은 이 같은 실재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된 공간을 활용하여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 연출을 
통해 교차시기의 혼재된 양상을 재현한다. 화는 교차
시기 전통적 이념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관념 즉, 세대, 
가치관, 관습, 규범 등이 근대화의 새로운 질서에 어떻
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핵심 내러티브로 삼고 있다. 이
에 <마부>의 도입부에 연출된 젊은 청년(막내아들)과 
기성세대의 추격 장면은 화 전체의 내러티브를 이해
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추격 장면은 춘삼
의 막내아들 대업이 중년 남성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
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질주하며 
달아나는 청년을 중년 남성이 힘겹게 뒤쫓지만 중년 남
성은 어느새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젊은 
청년도 이내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아낙네와 충돌하
며 넘어지게 되고 자전거를 버려둔 채 그대로 골목기로 
달아나 버린다. 추격전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스치듯 지나쳤던 이미지들은 매우 강렬한 인
상을 심어준다. 추격 장면에서 재현된 이미지들은 타이
틀과 함께 보인 마차바퀴, 중년 남성, 낡은 기와집, 물동
이를 짊어지고 가는 아낙네 등의 이미지를 통해 전통적
인 분위기 상기시킨다. 반면 회색의 벽돌집, 허름한 판
잣집, 청년의 교복과 서양의 옷차림, 자전거, 우뚝 솟은 
전신주, 상점의 간판 등은 전근대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화는 전통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전근대를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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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충돌시키며 교차시기의 혼재된 양상을 설명
하고 있다. 추격전은 결국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
행되는 시간의 흐름을 재현한 것으로 타이틀과 함께 클
로즈업 되어 돌아가는 마차바퀴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
름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추격전에서 빠르게 도망치는 
청년과 힘겹게 뒤쫓는 중년의 벌어지는 격차는 체제의 
흐름을 나타낸다. 또한 추격전 과정에서 혼재되어 나타
난 여러 이미지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의 변화과정
을 상징한다[17].

추격 장면이 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시대적 메시지
를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다면 춘삼의 일터에서 벌어지
는 몇몇 일상들은 전통과 근대의 교차시기에 나타나는 
충돌징후를 구체화 한다고 볼 수 있다. 춘삼은 마차를 
끌며 짐을 실어 나르는 마부 역할로 등장한다. 그가 주
로 활동하는 공간은 도심 한복판이다. 춘삼과 동료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마차 행렬은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자
동차 행렬과 교차되며 충돌이미지로 재현된다. 마차의 
행렬 자체가 도심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
인 풍경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차를 대신하는 
자동차의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재현된 이미지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이러한 이미지 간의 충
돌은 이후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진다. 춘삼이 마차를 
끌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장면에서 옥희가 남성과 탄 자
동차와 마차의 출돌 직전 상황을 연출한다. 이 상황은 
춘삼과 운전자 모두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얼마 
후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추운 겨울 마
차를 끌며 빙판으로 된 언덕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던 
춘삼은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자동차를 피하
기 위해 애쓰다 오히려 부주의하게 막무가내로 질주하
던 주인집의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고를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이전과는 큰 차이
를 드러낸다. 옥희가 타고 있던 자동차와의 충돌직전 
장면에서는 춘삼은 운전자를 향해 불만을 제기하지만 
주인집 자동차와의 충돌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는 주인 역시도 마찬가지다. 차
에서 내린 주인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자동차를 살피
는 것이었으며, 이후 춘삼을 호되게 호통치는 장면으로 
연출된다. 감독은 이 충돌 장면을 통해 교차시기 전통

과 근대의 충돌과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해
석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화 <마부>는 도심과 달동네 그리고 언덕 끝자
락의 각기 다른 부류의 생활공간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통해 당시 교차시기에 생산된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
화의 상징으로 집약해 놓은 도심의 공간 속에서 각 시
대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충돌시키는 상황 연출을 통해 
당시 교차시기의 혼재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교차징
후들을 포착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Ⅳ. 실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교차적 징후

- 배우를 통해 드러나는 상징적 이미지들
두 편의 화가 표현의 형식과 실체, 즉 표현주의 기

법과 리얼리즘 형식을 빌려 화적 요소인 미장센과 배
경의 실제화 된 묘사를 통해 근대화의 교차징후를 상징
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면, 인물들이 재현하는 이미지
와 실체적 행위는 이를 구체화 시켜 사회적 갈등 양상
을 재현한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양된 서구 자본주의
에 대한 판타지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모방
적 형태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분열되는 양상이 가
족해체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의 모순된 결과라
면, 인물들의 행위는 그 과정이 된다. 모방하는 과정 속
에서 완벽한 재현이 아닌 문화적·인종적역사적 차이 때
문에 발생하는 부분적인 현존과 그 현존에 대한 환유로
서의 불완전성 그리고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의해 발
생하는 모순된 결과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근대화의 
실현에 있어 새로운 질서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체제
변환의 전략적 목표라면 이를 흉내 내고자 하는 모방적 
행위는 현존의 환유가 된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것들
에 대한 현존의 환유는 차이에서 오는 불완전성, 즉 원
본결핍에 의해 완벽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복제의 형태를 
보이며 현존하는 실재를 분열시킴에 따라 실재 안에 내
재된 이중성, 모순, 근본적인 한계와 같은 사회 갈등의 
이면을 드러낸다. 결국 두 편의 화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양상을 전통과 근대의 충돌, 서구와 비서구의 충
돌, 세대 간의 충돌,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등을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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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사회적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물
들의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 <하녀>에서 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모방된 실체
적 행위
화 <하녀>는 인물들의 실체적 행위에 있어 모방된 

재현을 통해 계층 간을 충돌시켜 신분상승의 욕망을 표
출하고 있으며, 이를 인물들의 표면적인 이미지와 변화
되는 행위연출을 통해 서사를 재현하고 있다. 계급상승
의 욕망은 기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비주류
계층이 교차시기 혼재된 양상 속에서 제공된 기회를 틈
타 새로운 질서로의 진입을 통해 주류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산에서 비롯된 과정이 된다. 화는 가장 밑
바닥에 존재하는 하녀로 하여금 경희(노동자)를 흉내 
내도록 만들고 있으며, 경희는 동식을 탐하여 동식 아
내(중산층)를 흉내 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
식 아내를 포함하여 동식가족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주
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식가
족 역시 서구의 중산층 가족을 흉내 내고 있어 진정한 
의미로는 서구 중산층 가족이 최정상의 계급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이데올로기적 관념으로 바라본다
면 결국 한국의 전통적 민족주의가 서구 제국주의를 표
방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화 
<하녀>는 모방적 행위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과잉 생
산된 욕망으로 인해 모순된 결과가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과잉 생산된 욕망의 표출은 하녀
가 경희를 넘어 동식의 아이를 잉태함에 따라 그의 아
내의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멈추지 않은 채 
동식가족을 해체시키고 잠식해버리는 괴물로 상징화 
된다. 순차적인 단계로 볼 때 하녀의 위치는 서구 자본
주의의 상징 혹은 서구 중산층 가족을 형상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화는 하녀를 괴물로 표현함으로서 사회
적 타자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타자의 역할은 
괴물로 등장한 하녀로 하여금 정상성에 대한 반문을 갖
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하녀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
던 이유와 원인을 추적하도록 만들어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 
구성원인 아닌 사회 자체에 있음을 깨닫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화 <하녀>에서는 계급상승의 욕망과정을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 이미지와 인물들
의 행위를 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곧 화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해석하는 과정이 된다.

인물 하녀는 당시 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독
창적이고 독보적인 캐릭터로 화에서는 하나의 독립
된 개체로 인식되는 반면, 동식 아내와 경희는 교차시
기에 등장한 여느 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는 두 사람의 잦은 충돌을 
통해 교차징후를 상징화하고 있다. 먼저 이미지 적으로 
동식 아내는 화 내내 전통적 의상인 한복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반면, 경희는 마
치 할리우드 여배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을 
연상시키는 서양식 의상을 선보이며 낯선 이미지로 등
장한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동
식 아내가 전통을 상징한다면, 경희는 근대화를 상징한
다고 볼 수 있다. 화는 경희가 처음 동식가족의 단칸
방을 방문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을 곁에 위치시키며 이
미지 적으로 충돌시킨다. 

우선 두 사람의 극 중 주된 행위는 동식 아내의 경우 
재봉틀을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경희는 방직공
장에 일하며 수익을 발생시킨다. 집 내부와 외부라는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 직업적으로 볼 때 상당한 유사
성을 보인다. 이는 당시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에 의해 
사회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을 교차시기에 나타나는 징
후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정행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모두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성적 욕망을 채
우려는 모습을 유사하게 연출한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아내가 있는 남자를 탐하는 행위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극 초반 신문기사에서도 실렸듯이 교차시기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재현했을 뿐이며 경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신세대 여성의 캐릭터로 분하여 당시 여
성상을 상징화 했을 뿐이다.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은 
전통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전혀 그럴 것 같
지 않은 동식 아내가 경희의 행위보다 더 자주 빈번하
게 애정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동식과 아내의 경우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애정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있으나 부부가 연출하고 있는 
애정행위는 경희가 선보이는 낯선 이미지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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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한 낯선 감각을 선사한다. 애정 행위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연출하는 행위이기에 동식 아내를 분리시
키지 않고 부부로 동일화 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분명 
단칸방에서 아이의 훈육을 두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
서는 동식의 경우 강압적이고 엄격한 모습으로 전형적
인 가부장제에서 보이는 아버지를 연상 시킨다. 아내 
역시도 전통적으로 아이의 훈육을 담당하는 엄마의 역
할을 수행하며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뚝뚝한 기운 등 두 
두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동안 익숙한 전통적인 가부장
제에서의 부부를 연상시키며 애정행위와는 거리가 있
어 보이도록 연출한다. 그러나 2층 양옥집으로 이사한 
뒤 부부가 연출하는 애정 행위는 서로 갈등이 유발되기 
전까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쥐를 처음 발견하고 
아내가 쓰러졌을 때 부부는 아이들의 시선은 아랑곳하
지 않고 서로 얼굴을 비벼대며 과한 스킨십을 연출한
다. 이 같은 모습은 아내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악몽
을 꿨을 때 등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장면에서 과할 만큼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서구 중산층 가족의 화목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과잉 생산된 욕
망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낯선 이유는 
경희의 경우 이미 근대화 이미지로 상징화 되면서 처음
부터 낯선 이미지로 등장한 반면, 부부의 경우 익숙한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친근함의 예상과는 달리 행위에
서 오는 낯선 이질감으로 인해 익숙함과 낯선 이질감이 
서로 충돌하여 더욱더 강한 이미지로 치환됐기 때문이
다.

서구 자본주의의에 대한 동경에 따른 모방적 행위의 
실체적 행위는 물질적 욕망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화 <하녀>는 오랜 기간 공적 역은 물론 사
적 역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국사회의 결핍 상태
가 새로운 질서에서 생산된 개인적 욕망과 맞물리며 물
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사회체제에서 사회문제의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음을 화 속 인물들의 재현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준
다. 2층 양옥집에서 일어나는 연속된 사건들은 우발적
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모두 결핍을 채우고
자 하는 내재된 욕망의 분출로 얼마든지 예견 가능한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의 시작은 동식의 우발적인 외도 
행각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이 물질

을 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화는 끊임없이 지적
한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결핍에 대한 상징과 채우고
자 하는 욕망의 주체로서 여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화 교차시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획득
한 여성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오랜 기간 가부장적인 가
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회의 남성지배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잇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리가 불편한 존재로 등장시킨 딸, 재물을 채우기 위
해 끊임없이 재봉틀을 돌리는 아내, 그리고 성적 욕망
의 주체인 경회와 하녀 등 화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 
여성을 배치하고 있다[18].

화는 이처럼 서구 자본주의의 가장 큰 상징적 기호
로 물질을 드러내는데 이는 경희를 통해 동식가족 즉 
한국사회 내부로 자연스럽게 침투된다. 경희는 동식의 
집을 처음 방문하는 그날 한 손에 아이들의 간식을 함
께 가져온다. 그러나 이내 곧 간식으로 인해 아이들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목격한 경희는 다음 방문
에서 이번에는 두 아이 몫을 모두 가져온다. 서구 자본
주의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유혹적인 것으
로 물질을 선택하여 자본주의에 대하여 판타지를 심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미리 포
석함에 따라 그들의 다음 세계에서는 자본주의가 이미 
공고하게 자리하길 바라는 전략적 목표가 된다. 결과적
으로 이 같은 전략은 성공한다. 그 이유에 대해 화는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않고 “절대 빈손으로 안 오거든”하
며 경희를 칭찬하는 딸의 대사를 통해 물질에 대한 반
응을 구체화한다.

아내의 경우에는 교차시기에 주체의식이 없는 상태
에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아내를 통해 재현되는 대부분의 행위는 서구 근대화의 
판타지적 결정체이며, 주체의식을 상실한 시대의 자화
상이 된다. 단칸방에서의 아내는 아이들의 훈육을 담당
하고 내조를 통해 집 안의 평안을 지키는 전통적인 한
국의 어머니를 연상케 하지만, 2층 양옥집으로 이사 온 
순간부터 모든 평안은 깨지고 아내의 역할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변질되어 가는 사회에 잠
식되어 버린 주체상실의 타자로 자리한다. 아내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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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재봉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재봉질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2층 양옥집을 마
련했으며, 당시 흔치 않던 TV도 장만하는 등 집안 대부
분의 모든 것들이 아내의 수고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
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아내의 이러한 행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과 충돌하며 잘못된 과정과 결과를 양산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
에서도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했으며, 남편이 죽는 순간
까지도 재봉질을 하는 행위를 재현함으로써 물질에 대
한 강한 욕망을 드러내면서 구체적 상실의 예를 보여주
었다.

화가 여성을 통해 물질적 욕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남성들에게 이 같은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창순으로 하여금 TV에 나오는 백인 
여성의 춤을 흉내 내도록 만들어 지금 어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경고한다. 그러나 동식의 행위에 있어서는 여
성과 달리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결핍의 주체로서 물질을 탐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주체상실의 타자로 치환했다면, 남성
을 대표하는 동식은 억압으로부터의 귀환으로 설명한
다[19]. 동식에게 억압을 가하는 주체는 사회적 관념으
로서 가부장제에서 가장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에서 오
는 억압 그 자체이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음악수업에서 
동식은 여공들에게 피아노 개인교습을 제안하며 자신
에게 지금보다 좀 더 수입이 필요함을 얘기한다. 그 이
유에 대하여 피아노를 장만하여 밑천을 뽑아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후에 자신을 유혹하려는 경희
를 내쫓는 장면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음이 드러
난다. 이전까지 상당히 윤리적이며 가정적이었던 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경희를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
록 차단했어야 마땅하지만 새로운 식구가 태어날 예정
이기에 피아노 교습은 계속 받기를 부탁한다. 결국 피
아노 때문이 아니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
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이 동식으로 하여금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식
이 2층 양옥집을 유지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한다
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과한 억압을 받고 있는
지를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동식의 잘못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욕망이 아닌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식에게 부여된 
정당성은 여성들이 동식에게 가하는 억압과 비윤리적
인 행위를 통해 더욱 힘을 받는다. 아내는 틈틈이 2층 
양옥집과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자신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를 내세우며 집안 가장인 동식을 무능력
자로 깎아내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경희는 자신이 
먼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며 동식을 협박
하고, 하녀는 경희와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를 아내에
게 일러바치겠다는 협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동식
에게 억압을 가한다. 이처럼 화는 동식에게 가해지는 
관념에서 비롯된 억압과 여성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억
압을 충돌시켜 정당성을 강화함에 따라 교차시기 발생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약해진 남성의 계급
적 위치에 대하여 스스로 위로하도록 재현한다.

결국 동식가족에서 보이는 해체과정의 주된 원인은 
집안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동식과 아내가 주
체성을 상실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질서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한 채 변질된 모습을 보 기 
때문이다. 이는 동식이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는 장면에
서 두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며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신은 내가 물질만 탐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당
신을 잃은 이상 물질이란 건 필요조차 없어요!”
“내 탓만은 아냐. 집은 왜 짓자고 했어. 오히려 셋방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 당신은 왜 돈벌이에
만 정신을 쏟느냔 말이야. 우리 부부생활도 반성할 시
간조차 못 갔게.”
“이번일도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은 용서해
준다 치더라도 공장에서는 용서 없이 추방당할게 아
니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동식가족이 근대화 교차점에서 새
로운 질서에 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을 탐했던 것
과, 그 과정이 잘못된 결과로 돌아왔을 때 기존 사회에
서 추방될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아내가 표현하고 있는 “당신을 잃은 이상 
물질이란 건 필요 없어요!”란 대목은 사적 역의 의미
로는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가장을 잃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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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며, 공
적 역에서의 의미로는 이 같은 사회 구성원들이 처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가체제에서 가장 역할을 해
야 할 정부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교차시
기에 나타난 혼란스런 상황은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고
자하는 욕망을 분출하여 사회적 계급을 양산하고 이 차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위치한 소외된 집단
들은 추방당함으로써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현상이 일
어났다. 화 <하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하녀를 
사회적 타자인 괴물로 만들어 동식가족을 파괴해버리
고 스스로 소멸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욕망으로 점철된 근대화의 교차 시기는 억압과 폭력을 
생산하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배출하는 악순환
을 반복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 <하녀>는 동식가족으로 하여금 판타지 속
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의 실재와 대면하도록 만들
었으며, 이를 바라보는 동시대의 관객들 역시도 자신들
의 내면을 바라보도록 만듦으로써 죄의식 없는 폭력성
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대타자의 욕망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마부>에서 교차시기 인물들을 통해 재현된 부
유(浮遊)성
화 <하녀>의 경우 가장 밑바닥 신분인 하녀의 신분

상승에 대한 개인적 욕망에서 빚어진 가족해체의 과정
을 통하여 사회적 분열을 경고하고 있다면, <마부>는 
가족집단 공동체로서의 욕망을 재현함으로써 전쟁 후 
해체된 가족집단의 복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야기 
한다. <하녀>의 동식가족이 서구가족을 모방하며 중산
층가족을 재현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어 안정
을 추구한 기득권층의 붕괴 즉, 서구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된 시점의 안정적인 사
회적 분위기의 가까운 미래를 연상케 한다면, <마부>는 
그 이전 단계인 기득권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서민집단
의 치열한 삶 즉, 보편적인 현재의 실재를 담아내고 있
다. 빈곤에 허덕이며 남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실
재하는 공간은 안정된 사회에서 소외된 불안하고 더럽
고 추한 공간으로 연출된다. 따라서 일부러 이들의 공
간에 들어와 자신의 욕망을 펼치고자 하는 침입자는 존

재하지 않는다. 결국 화에서 재현되는 갈등은 소외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집단 내에서 발생한다. 즉, 

화 <마부>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족집단 내 가족 구
성원들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사회의 불안으로
부터 생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춘
삼과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다
시 말해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화에 재현된다. 이때의 세대갈등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적·문화적 현상에 부수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회적 갈등 현상과 직·간접으로 연루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20].

전통적 가부장제의 아버지 역할로 등장하는 춘삼은 
끊임없이 낯선 것들과 충돌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하녀>에서 피아노 선생님으로 등장하는 동식은 외모
적으로는 세련된 외모와 말투를 사용하며, 양복을 말끔
하게 차려 입은 모습으로 토착 엘리트를 상징화하며 비
교적 서구의 근대성에 익숙한 모습을 재현한다. 그만큼 
엘리트 집단들이 서구 근대성과의 접촉이 용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춘삼은 보통의 평범한 외모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마차를 끌며 자식들에게는 강압적
인 말투로 억압을 가하는 등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서민의 날것 그대로를 연기하고 있으며 오히
려 전통적인 것을 고집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 같
은 춘삼에게 해방 이후 급격한 시대적 가족형태의 변동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것들은 익숙지 않은 낯선 
감각으로 다가와 부적응하도록 만든다. 가장이자 아버
지의 역할과 아내의 빈자리마저 채워야 하는 그의 고단
한 삶은 자식들과 함께할 여유조차 상실시켰으며,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마저 앗아가 버렸다. 이
에 춘삼은 외부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충돌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서구의 근대성에 익숙함을 
보이는 자식들과 충돌한다.

우선 춘삼과 두 아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막내아들 대
업과의 관계에서는 부재하는 어른들의 실체를 바라보
도록 만들고 있으며, 장남 수업으로부터는 역설적으로 
가부장제의 전통을 강요하는 억압된 계승문화를 엿보
도록 만든다. 막내아들인 대업은 화 내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춘삼의 고단한 삶을 더욱 버겁게 만든
다. 대업의 문제적 행동은 <하녀>에서 딸이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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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결핍을 심리적인 측면으로 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성의 결
핍은 당시 가족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억압을 받게 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집안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는 또 하나의 억압이 
된다. 모성적 존재의 역할은 바로 가족 내의 문제를 아
버지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해결해줌으로써 일정의 억
압으로부터 아버지들을 해방해주는 조력자이자 위안처
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대
업은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야 할 시기에 외로움이 먼저 그의 빈 감성을 채워 버렸
다. 따라서 대업의 일탈 행동은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
는 부재하는 어른들에 대한 항변이 되며, 나아가서는 
가족문제를 사적 역으로 어내 버린 부재하는 국가
에 대한 소외된 집단의 외침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업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족집단 내에서 다시 
한 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 어느 곳에서
도 대업이 머물 공간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가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개인화된 실체로 부
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화 <하녀>에서 하녀가 부유
하는 실체로서 사회에 대한 복수로 동식가족을 파괴하
는 것으로 상상적 재현이 이루어졌다면, 대업의 일탈은 
실재하는 현실세계에서의 사회에 대한 실체적 파괴 행
위가 된다. 대업이 서구 근대화가 자리 잡을 시점에 주
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다음 세대를 상징할 때 가
치관이 자리 잡지 못함에 따라 주체성을 상실한 채 문
제를 일으키는 그의 행위는 춘삼에 이어 다음세대 역시
도 근대화에 부적응자로 남을 수 있음을 상징한다[21].

장남 수업은 과도할 정도로 온 가족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과한 관
심이 오히려 그를 대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부유
하도록 만든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들 사이, 즉 전통과 
근대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을 겪고 방황
한다. 아버지로부터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다음 가장으
로서의 승계에 대한 강한 억압을 받고 있으며, 동생들
로부터는 자신들의 꿈과 미래가 이양된 주체가 되어 동
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의식에 따른 윤리적 억압을 받
게 된다. 결국 양쪽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과도한 억
압으로 인해 스스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대

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교차시기 어느 공간에도 속하지 
못한 채 부유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스스
로에게 던져진 과제를 수행해야만 가능해 진다. 춘삼가
족은 수업이 고시합격을 이루는 순간 모두가 함께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따라서 수업
이 이루게 되는 고시합격은 남성에서 남성으로의 지속
된 승계와 새로운 질서로의 진입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하층민 집단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신분의 
수직상승을 이루게 되는 기회이자 희망으로 자리하게 
된다.

춘삼에게 있어 수업은 가장의 자리를 승계할 절대적 
존재로 자리한다면, 옥녀와 옥희 두 딸은 철저하게 외
면 받는 인물이 된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두 여성
이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전통적인 관념과 근대적 시
각이 공존하는 시점에서도 가족문화 내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계에 직면
하여 대처하는 자세에서 두 딸은 전혀 상반된 행위를 
연출한다. 우선 큰딸 옥녀는 벙어리로 설정되어있으며 
늘 한복을 차려 입고 생활하며, 남편의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등장한다.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은 집안 
내부로 한정되어 모든 것에 있어 마치 전통적 가부장제
에서 미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전형적인 여성상을 형상
화 한다. 또한 출가외인으로 설정되어 정상가족에서 여
성이 결혼함과 동시에 가족집단에서 이탈하는 결핍 현
상을 보여준다. 결국 옥녀에게 주어진 벙어리 역할과 
출가성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불완전한 존재로
서의 소외된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전쟁 후 온전한 가
족집단의 복구를 희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이 
갖는 불완전성은 자격상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가
족 구성원 중 가장 비천한 존재로 남게 된다. 결국 옥녀
를 통해 화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비천함은 그동안 겪
었을 여성들의 억압된 삶과 소외된 존재를 상징화한 기
호로 해석된다. 옥녀의 비천함이 더욱 강인하게 다가오
는 이유는 대업과 수업이 겪는 부유의 정체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대업과 수업이 겪는 부유의 
정체는 가치관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서 찾아온 심
리적인 측면의 부유함이라면, 옥녀가 겪는 부유함의 정
체는 심리적인 측면만이 아닌 실재하는 공간까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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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어느 곳을 허락하지 않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한 부유함이다. 화는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옥녀가 
위안처로 생각한 자신의 집에서 조차 전통성을 강요하
는 춘삼에 의해 또다시 쫓겨나는 것으로 재현된다. 결
국 새로운 질서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마저 상실해 
버린 불완전한 존재인 그녀는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
져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한다. 실재하는 부유를 재
현함으로써 사회는 불완전한 존재를 지워버렸으며 근
대화에 맞는 새로운 여성상을 찾게 된다.

서구 근대화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은 작
은딸 옥희로 재현된다. 옥희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찻집의 여종업원으로 등장한다. 극 초반에는 옥녀와 같
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이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꿈꾼다. 도심으로의 진출을 이
룬 그녀는 서양식 옷차림과 힐을 신고 우스꽝스러운 걸
음걸이를 연습하며 점차 세련된 외모를 갖추기 시작한
다. 그녀의 이러한 광경은 어딘지 모르게 화 <하녀>
의 경희와 닮아 있으며 이로써 그녀가 서양 여성들을 
흉내 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세련된 신식여
성의 역할로 배우 엄앵란을 많은 화들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엄앵란은 신식여성을 상징하는 장
르적 아이콘으로 자리하여 교차시기 등장하는 여성상
을 상징화 했다고 볼 수 있다. <마부>의 옥희 역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녀로 하여금 화에서 목적하는 
바는 뚜렷하게 재현된다. 옥희는 극중 인물 중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명확하게 서 있는 인물이
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교차시기 혼재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면 옥희는 과감
히 주어진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고자 노
력한다. 춘삼과 수업의 목표가 가족집단 전체의 이양을 
바람에 따라 과도한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옥희의 이양은 지극히 개인적 성향을 드러냄에 따라 억
압에서 해제된 자율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도전에 한계가 보이는 것은 그녀가 새로운 질서로의 진
입방법에 있어 절대적인 남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녀는 돈 많은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 자
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그녀의 세련된 외
모는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불순한 의도로 
비춰짐에 따라 관객들로 하여금 외모지상주의에 허

심 가득한 욕망의 아이콘으로 자리하게 된다. 결국 그
녀가 생산하고 있는 부유성은 옥녀와는 다른 분명 존재
하고 자신이 목표하는 실재의 공간이 자리하지만 자신
의 힘으로는 안착할 수 없는 성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한계는 다른 남성인 가족의 수업을 통해 원래 자신
이 존재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화 <마부>는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에 따른 근
대화는 시대적 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물
이며, 근대화 교차시기 드러나는 혼재된 양상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는 이행과정에서 나
타나는 불완전한 요소임을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화는 이 시대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
서로의 진입만이 해결책임을 제시한다. 이에 장남인 수
업의 고시합격을 통해 신분상승의 꿈을 이루도록 만들
었으며, 그동안 갈등을 통해 해체적 양상을 드러냈던 
가족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써 가족결합을 이루도록 만
들었다. 또한 수원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가족집
단이 갖추어야 할 모든 구성원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
족의 온전한 복구를 실행하는 것이 곧 사회적 통합이
며, 이 같은 역할과 책임이 교차시기 서민 가족에게 주
어진 임무임을 <마부>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Ⅴ. 나오는 말

<하녀>와 <마부>에서 보이는 1960년 한국 화에서
의 가족문화 재현은 이전 화들과 비교해 세련된 표현
기법과 완성도 높은 탄탄한 시나리오, 그리고 보편적이
면서도 독특한 인물구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상상력과 
현실감 있는 생활 묘사를 통해 풍자적인 성격을 드러낸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두 편의 화가 제작되었던 당
시의 자유스러운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화를 통해 
전해지는 감성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근대화
의 전이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직
면하게 된다. 두 편의 화는 근대화 교차시기 한국사
회에의 사회적 계급으로 상징화 된 중산층과 도시빈민
층 가족의 집단 내 갈등을 화의 소재로 차용하면서 

화를 통해 다가올 한국사회의 어두운 현실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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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두 편의 화는 
한국가족집단의 일상을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현실을 직면하도록 만들어 우리
로 하여금 전통적 가부장제에 따른 가족주의 관념을 해
체시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질서의 도입에 따라 당시 
사회가 재정립하기 원했던 새로운 사회상의 재현을 통
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획득한 주체의식과 민주
적 열망을 문화매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두 편의 화가 재현하고 있는 상징성은 근대화 
교차점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혼재된 양상이며, 이는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에서 적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
회구성원들의 선택적 갈등에 따른 충돌로 이해된다. 즉 
<하녀>와 <마부>는 1960년대 이루어진 정치적 근대화
와 경제적 근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정체성의 괴리 혹은 상실로 인한 소외를 우리로 하여금 

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자본주
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은 조직체계로부터 외
면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킨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체제를 오히려 외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사회와 구성원 간의 균열을 통해 사회
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근대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 변동은 당대의 흐름에 따
른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온전한 주
체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다양한 외적 향에 놓
임으로써 여전히 하나의 미완성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경험한 근대화 과정은 매 순간 중요
한 시점에서 뜻밖의 사건을 맞이하며 불편한 과정 속에
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불편
한 상황 속에서 생성된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근대화는 
전통과 근대적 요소, 보편성과 특수성, 유지와 변화 등 
다양한 면에서 상반된 요소들이 충돌하여 왜곡된 위기
적 양상이 생산되었으며,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왜곡양
상이 중첩되어 일반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화적 
아노미 현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22]. 이처럼 새로
운 문화가 급격히 수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 규범
이 붕괴되어 혼란이 발생할 경우 사회는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형성을 목표

로 하게 된다. 결국 변화가 불가피한 존재라면 새로운 
체제의 변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되는 
사회구성원의 주체성 확립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과정
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두 편의 화가 제
시하는 근대화 교차점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방
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인간성에 대한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하며, 정신적 성숙을 중요시하
는 사회적 풍토가 사회전반에 걸쳐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과 쾌락보다 정신건강과 인덕이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주류문화가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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