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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여성혐오적인 장르인 한국형 느와르 장르에서 2000년대 들어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
는 사례가 목도되는 데 주목하여 최근작인 영화 <미옥>에 대한 젠더 정치학적 관점의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장
르적 삼요소, 등장인물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 오이디푸스 궤적의 문제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진행했다. 영화 <미
옥>은 여성 주인공에게 모성애를 기입하고 남성의 순애보를 강조하는 내러티브, 여성 주인공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증거
하는 모성에 관한 플래시백, 남성적 관음증에 따른 거세공포를 약화하는 기호 등을 담보한다. 그리고 정체성의 분열과 
가족 관계의 균열을 묘사하며 젠더 정체성의 혼란과 가족 멜로물로의 내러티브적 변질이 나타난다. 한편 영화가 여성 
주인공의 모성을 타자를 품는 대안적인 특질로 확장하는 대신 생물학적인 것으로 환원하면서 여성적 오이디푸스 궤적의 
완수에 실패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조폭 느와르라는 장르가 젠더 정치학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젠더 
편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영화, 미옥, 느와르, 장르, 오이디푸스 궤적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by the gender political point of view of the recent film, ‘A 
Special Lady’, focusing on the case of setting up women as the main characters in the 2000s Korean 
film noir genre. Concretely, this study conducted a narr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three elements 
of genre film, the identity of the characters and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Oedipal trajectory. 
The film, ‘A Special Lady’, has the narrative about the maternal love assigned to female protagonist, 
and that emphasizes male pure love. And the film shows the flashbacks concerning to motherhood that 
prove the biological identity of the female protagonist, and signs that weaken the castration fear 
resulting from male voyeurism. Further, the film depicts the fragmentation of identity and the cracking 
of family relationships, revealing the confusion of gender identity and the narrative degeneration into 
family melodrama. Meanwhile, the film fails to complete the feminine Oedipal trajectory by reducing 
the female character's motherhood to a biological one instead of expanding it into an alternative 
quality embracing the o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gangster is closely related to gender 
politics and is not completely out of gender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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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실 장르로서의 필름 느와르(film noir)는 어설픈 자

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비평가들이 붙여준 
이 용어(‘검은’ 혹은 ‘검은 색’이라는 의미)가 내포하듯, 오
히려 ‘분위기’라고 정의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이는 
필름 느와르가 담보하는 강한 정서적 특징들을 잘 설명
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뮤지컬, 서부극 등 뚜렷이 유형화
된 다른 장르들에 비해 장르적으로 불투명한 모습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종 갱스
터의 하부장르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유사 장
르들에도 배어있는 시각적 분위기는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기도 하다. 즉 분위기로서의 필름 느와르는 갱스터, 액
션물 등과 교유하는 장르간의 중첩성을 잘 설명해준다.

191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들이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연출가, 미술감독들, 조명감
독들이 히틀러 체제에서 도피하여, 할리우드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고 떠난다. 이들은 1940-50년대에 유행
하게 될 미국의 필름 느와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 필름 느와르는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후 팽배
했던 암울한 시대상, 이를 우려한 정부주도의 국수주의적 
분위기, 그리고 뒤따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허무주의적 
정서를 반영한다[1].

이렇듯 영화는 지나간 과거를 재현적 서사 장치를 사
용하여 한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2]. 또한 
그 사회의 정치, 문화, 가치관 등을 반영하면서 교육적 자
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3]. 본 연구는 한국형 느와르 장르
라고 할 수 있는 조폭 느와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조폭 코미디라는 하위장르나 조폭을 소재로 취한 액션물
이 시사하듯, 모든 조폭영화가 필름 느와르 장르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와 시각적 스타일에서 필름 
느와르적 분위기를 담보하는 조폭영화를 한국형 느와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여성을 주인공으
로 설정한 조폭 느와르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여
성혐오적인 국내 필름 느와르 장르 지형에서 2000년대 
들어 눈에 띄는 흥미로운 변화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
정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다는 데에 연유한다. 2000년대
는 국내 문화계에 젠더적인 차원을 포함한 영역에서 다
양성과 탈중심성이 목도된다[4]. 국내의 미디어산업도 
1995년 케이블TV 유료방송의 출시 이후 미디어 다양성
을 구현하게 되었다[5]. 또한 1997년부터 국내 대중문화
가 중국으로 유입된 이후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한류가 형성되었다[6]. 그중 영화는 1990

년대 이후 대기업의 자본유입,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 
등으로 문화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7]. 
여성 느와르의 활성화는 이러한 문화, 산업적 맥락의 변
화와 궤를 같이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폭 마누
라>(조진규, 2001), <피도 눈물도 없이>(류승완, 2002), 
<조폭마누라2: 돌아온 전설>(정흥순, 2003), <조폭 마누
라3>(조진규, 2006), <차이나타운>(한준희, 2014), <악
녀>(정병길, 2017), <미옥>(이안규, 2017)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남성적 장르인 조폭 느와
르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면서 조폭영화의 약호와 
관습, 그리고 내러티브에 어떤 장르적 변주가 발생하는지
를 고찰해본다.

2. 이론적 배경: 필름 느와르의 특성
필름 느와르는 시기나 제작국가에 따라 주제적 변천이 

완연하지만,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특징들 또한 많다. 이
를 포뮬러(formula), 컨벤션(convention), 아이콘
(iconography)이라는 장르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포뮬러는 장르영화에서 일종의 공식과 같이 일련의 반복
적인 플롯을 의미하고, 컨벤션은 보다 세부적인 신이나 
시퀀스 같은 작은 행위의 단위이며, 아이콘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 요소를 말한다[8]. 포물러 차원에서, 필
름 느와르는 전형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갇힌 고독한 
남성 주인공이 위협적인 사회체계나 조직에서 소외되고 
파국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인공은 여타 장르
들의 강인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닌, 쓰러지기 쉬운 나약
한 인간의 전형으로 설정되는 특징이 있다. 컨벤션의 차
원은 이야기와 관련한 내용적인 요소와 반복적으로 활용
되는 촬영, 편집기법 혹은 시각 스타일과 관련한 형식적
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필름 느와르의 내용적인 컨벤션
으로는 주로 개인이나 조직 간의 폭력, 한밤의 주점이나 
카바레, 혹은 포커판 같은 주로 실내나 밤에 전개되는 비
도덕적인 장면들을 열거할 수 있다. 플래시백
(flashback) 장면도 자주 등장하면서 과거의 무게에 압
도되는 불안정한 현재상황을 연출한다. 필름 느와르의 형
식적인 컨벤션은 상황과 공간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강
한 그림자나 명암효과로 표현주의적 분위기를 내품는 로
우키(low-key) 조명, 인물들을 압도하는 비수평적이거나 
비중앙화된 카메라 앵글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아이콘의 
차원에서 필름 느와르는 권총, 검은 양복, 중절모, 담배 
연기가 자욱한 선술집, 굉음과 함께 달리는 기차 등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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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장시킨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등장인물들을 둘러싸
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그들이 물질세계의 
수인이 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전통적인 필름 느와르의 또 다른 약호와 관습으로 아
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는 이상적인 가족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주인공이건 주변의 인물들이건 극
중 인물들은 모두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들은 이혼을 경험했거나 독신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
며, 가정을 꾸리지만 동반자가 죽거나 낙태 등으로 아이
가 없는 경우로 설정된다[9]. 이러한 가정적 상황은 등장
인물들을 둘러싼 위협적인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불안감
과 신경증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필름 느와르의 디제시스(diegesis)는 주인
공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개인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는 내러티브로 귀결되게 한다. 일반적으로 전
설, 신화를 소재로 하는 영화뿐 아니라 액션, 코미디, 뮤
지컬 같은 많은 영화들은 주인공의 영웅담을 다룬다. 벨
루르(Bellour)는 고전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내러티브 분
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남성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와 아울러 한 여성을 차지하고 정착한다는 
오이디푸스 궤적(oedipal trajectory)을 완수하는 도식
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10]. 이는 캠벨(Campbell)이 
민담, 신화 등이 ‘분리-입문(시련)-귀환’이라는 단계를 밟
아 영웅의 모험담을 완성한다고 설명한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11]. 관객은 주인공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오이디
푸스 궤적을 목도하며 대리만족이나 일탈의 욕망을 충족
한다. 그러나 필름 느와르나 웨스턴 장르에서는 주인공이 
오이디푸스 궤적을 완수하는 내러티브를 이루지 않는다. 
필름 느와르는 주인공이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는 데 실
패함으로써, 웨스턴은 주인공이 서부의 개척 신화를 완성
하기 위해 정착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각각 미완의 오이
디푸스 궤적을 그리는 형국이다[12]. 오이디푸스 궤적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는 내러티브를 지닌 필름 느와르에서 
여성은 주로 남성을 대신해 희생양이 되거나 남성을 파
국으로 이끄는 팜므 파탈(femme fatale)의 역할을 수행
하는 주변화된 인물들로 설정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형 느와르 장르인 조폭 느와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들어 심심찮
게 제작되고 있는 여성 느와르 중 최근작인 <미옥>에 대

한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고찰해볼 내용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여성을 주인
공으로 설정하면서 장르적 포뮬러, 컨벤션, 그리고 아이
콘에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해본다. 두 번째로, 영화 <미
옥>이 전통적인 조폭 느와르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에 관
한 약호와 관습을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세 번째로 조폭 느와르의 전형적인 마초적인 남성 주인
공과 달리 여성을 주인공으로 취하면서 발생하는 오이디
푸스 궤적의 문제를 고찰해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2000년대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조폭 느와르 장
르의 변주를 젠더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해볼 것이다.

4. 연구결과
4.1 조폭 느와르 약호의 계승과 변용

영화 <미옥>은 일견 조폭 느와르의 약호와 관습을 적
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
다보면 한국형 갱스터인 조폭 느와르에 여성 주인공이 
설정되면서 약호와 관습의 유의미한 변주 내지는 비틀기
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장르였던 조폭 느와르에서 희생양이나 팜므 파탈로 주변
화되어 온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빚어지는 불가
피한 젠더 정치학과 연관된다.

영화 <미옥>이 전통적인 조폭 느와르와 차이점을 보
이는 지점들을 장르적 삼요소의 차원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먼저 포뮬러적 차원에서 조폭 느와르는 주인공이 
의리와 배신이 교차하는 어두운 조폭세계에서 위협받고 
파국적 운명을 맞게 되는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의리’는 조폭 느와르가 갖는 전형적인 한국형 느와르
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조폭영화의 폭력성
은 의리라는 남성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조폭
영화의 폭력적 양상은 폭력적인 현실 사회에 대한 일종
의 알레고리이기도 하다[13]. 영화 <미옥> 또한 조폭의 
부두목인 조폭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나현정과 그녀
를 사랑하는 임상훈이라는 존재가 위험에 처하고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조폭 느와르의 포뮬러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점에서 장르 비틀기가 발생
한다. 나현정에 관한 내러티브 가닥이 그녀가 속한 조폭
조직에 헌신하는 내용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비극적 
혈투에 관한 것으로 전이된다는 점과 부두목을 욕망하고 
그녀를 위해 희생하는 임상훈의 순애보에 관한 내러티브 
가닥이 추가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자는 의리라는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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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율에 따르는 주인공이 배신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로 마초적인 남성적 특질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조
폭 느와르의 포뮬러와 달리,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면
서 모성이라는 여성적 특질을 부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나현정의 생물학적 정체성 혹은 한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포뮬러의 변주를 시도하는 내러티브 
전략인 것이다. 한 편의 장르영화는 포뮬러 전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나름의 혁신을 기하면서 관객의 기대감을 
충족하고 동시에 새로움을 선사해야 하는 숙명에 놓여있
다[14]. 나현정의 존재는 그 중심점에 위치하는데, 그녀
의 생물학적 정체성은 마초적 세계의 틀을 파괴하는 새
로운 묘미를 제공하고 있다. 후자인 임상훈의 순애보에 
관한 내러티브 가닥 또한 조폭 느와르 포뮬러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다. 젠더 정치학적 관점에서 조폭영화는 남성
적 특질을 왜곡, 과잉부여하는 장르로써 여성적 특질의 
결핍이 디제시스의 불안감을 양산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그간의 조폭 느와르에서 여성성의 결핍은 내러티브상
에서 남성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잠재적인 혹은 무의
식 차원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으로만 표현되어 왔다. 그
런 점에서 영화 <미옥>에서 임상훈의 순애보는 그 자체
로 조직 내의 의리를 강조하는 조폭 느와르의 내러티브
를 벗어난 것이다. 한편, 나현정은 임상훈이 이성으로서 
연모하는 대상이자 자신에게 부재한 어머니에 대한 욕망
이 투영된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상훈의 욕망은 이
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이콘과 컨벤션의 차원에서 영화 <미옥>은 전
통적인 조폭 느와르의 도식에 비교적 충실한 것처럼 보
인다. 먼저 <미옥>에는 조폭 느와르의 시각적 기호들인 
칼, 마약, 담배, 술판, 권총 같은 아이콘들이 등장한다. 그
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주인공 나현정에게 부여된 
칼, 담배, 권총 같은 아이콘이 상징적 남근으로 작용하여 
남성적 관음증에 따른 거세공포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는 점이다. 컨벤션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요소로 <미옥>
은 빠른 호흡의 편집과 로우키 조명의 실내장면들, 그리
고 드문드문 엿보이는 사각 앵글(oblique angle)과 로우 
앵글(low angle)을 통해 암울하고 위협적인 시각적 분위
기를 연출한다. 그리고 비 내리는 도시의 장면은 밤장면
의 우울감을 대체하기도 한다. 내용적인 요소로는 전통적
으로 등장하는 조폭 느와르에서의 조직간의 혈투, 섹스, 
룸살롱 같은 존재들의 퇴폐적인 삶의 모습들이 목도된다. 
이러한 컨벤션은 영화 전편에 밀실공포증, 정신분열, 불
안, 절망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편, 흥미로운 컨벤션의 
변주는 플래시백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미옥>은 조폭 

느와르의 도식을 따라 플래시백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어
두운 개인사를 들춰내고 있는데, 주로 나현정의 비밀출산
과 아들을 향한 애정으로 대변되는 모성애적 감정선을 
쌓아가는 데에 할애하고 있다. 거기에 나현정과 임상훈의 
관계에 관한 플래시백도 덧대져 나현정이 물리적 상처를 
입은 임상훈을 치료하는 모성애적 플래시백 장면도 등장
한다. 흥미롭게도 상징적 부자관계를 이루는 김회장과 임
상훈에 관한 구체적인 과거사(김회장이 고아였던 임상훈
을 어떻게 거두었는지에 관한 내용)를 다루는 플래시백
은 생략되고 있다. 즉 플래시백은 나현정의 남성적인 외
피에 숨겨진 생물학적 여성성을 통해 그녀가 남성적인 
조폭세계와 본래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4.2 정체성의 분열과 상징적 가족 관계의 균열
영화 <미옥>이 노정하는 불안정하고 어두운 조폭 느

와르적 디제시스에 조응하듯,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각자 
정체성이 분열된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각자 
자신 안에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정체성들을 소유한다. 먼
저, 나현정이란 인물의 정체성의 분열은 다층적으로 묘사
되고 있다. 그녀는 카바레 무희였던 시절에 ‘미옥’으로 불
리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김회장이 거느리는 
조직의 부두목이자 그의 내연녀이고, 임상훈의 상사이자 
그가 욕망하는 여인이기도 하다. 임상훈은 고아였던 그를 
거둔 김회장의 오른팔이자 그를 상징적인 아버지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한편, 김주환이란 인물은 나현정이 교도소
에서 출산한 친아들이지만 그녀가 친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인 김회장의 내연녀로만 알고 있다.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정체성은 그에 따른 파국적인 상
황을 잉태한다. 나현정은 자신의 모순적인 정체성으로 인
해 고뇌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녀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이라는 강인한 남성적 정체성을 체현한 인물이자 그녀와 
관련된 인물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모성애적 인물이라는 
이중적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김회장의 부
인과 아들을 죽인 인천파를 직접 응징하여 복수를 대신
하고, 김회장의 아들을 잉태한 자이며, 그를 보좌하며 조
직을 통제하는 비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임상훈을 위기에
서 구하고 치료하며, 웨이라는 창녀를 계도하는 언니이자 
어머니의 역할도 자임한다. 한편, 임상훈이 상징적인 아
버지인 김회장에게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어 그를 살해
한다는 내러티브 가닥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원형으
로 삼고 있다. 임상훈은 자신을 거둔 김회장을 상징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와 자신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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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상징적인 어머니인 나현정을 차지하고 있는 연적으
로 증오하고 있다. 김회장은 임상훈이 나현정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체하면서 그의 욕망을 억누른다. 김회
장은 임상훈이 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거스르려 할 때마
다 ‘아버지의 이름(name-of-the-father)’으로 그를 억
압한다. 일례로, 김회장은 임상훈이 인천파의 제안을 받
아들여 마약거래에 관여하려고 할 때 그에게 마약이 금
기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마지막에 임상훈이 총으로 자결
하는 장면은 나현정이라는 상징적 어머니를 욕망하고 아
버지의 이름을 어긴 그에 대한 처벌, 즉 거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화 <미옥>은 조폭 느와르라는 외피를 
두른 가족극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회장과 나현정은 각
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임상훈과 김주환은 상징적인 
그들의 아들이자 형제의 관계를 이룬다. 김주환이 임상훈
을 ‘삼촌’이라고 호명하며 따르고, 임상훈이 김주환을 동
생처럼 보살피고 끝내 그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방
증한다. 여기에 보태 웨이라는 인물은 나현정의 상징적인 
딸이자 임상훈의 상징적인 누이이다. 웨이는 임상훈을 욕
망하지만 금지된 근친상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임상
훈은 그녀를 여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웨이가 나
현정이 임상훈이 욕망하는 미옥임을 알고도 그녀를 대신
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어긴 
데 대한 상징적인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
인 정체가 모호한 인물인 김여사라는 존재는 나현정의 
상징적 어머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는, 영화 <세
븐>(데이빗 핀처, 1995)의 소머셋 형사처럼, 마치 예전부
터 버텨온 필름 느와르적 세계의 화신인양 존재하며 나
현정을 딸처럼 보살피고 나현정과 그의 아들 김주환을 
도피시키려 한다.

등장인물들이 정체성의 분열을 드러내는 것은 불안한 
사회라는 조폭 느와르적 세계에서 허락되지 않는 이상적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론적 배경에서 필름 느
와르 장르에서는 불완전한 가족이라는 약호와 관습을 가
진다고 한 것 처럼, 영화 <미옥>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
리고 자녀라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용인하지 않는다. 
상징적인 가족 구성원들은 살인과 범죄, 그리고 권모술수
가 난무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세계에의 소용돌이에 휩쓸
려 정체성의 균열과 관계의 분열을 거쳐 파국이라는 종
착역으로 폭주한다.

4.3 미완의 여성적 오이디푸스 궤적
전통적으로 조폭 느와르는 남성적인 장르로써 내러티

브는 남성적 오이디푸스 궤적을 좇아간다. 즉 남성 주인
공이 암울하고 위협적인 사회에서 난관에 봉착하여 파국
적인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성) 주인공이 
난관을 극복하여 사회적 성공이나 개인적 과업을 완수하
는 방식과는 달리, 그것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면서 미완
의 오이디푸스 궤적을 그리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미옥>은 드물게도 여성 주인공을 설정하여 조
폭세계에서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폭 
느와르와는 차별화된 여성적 내러티브의 기입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는 조폭세계의 암울함과 비정함을 일련의 
사건들로 묘사하고, 나현정은 그런 세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곧 은퇴할 것을 시사한다. 이때 나현정의 실질적
인 조력자들은 김여사와 웨이로, 그녀들은 그간 국내 조
폭 느와르에서 과잉 의미부여되던 ‘의리’라는 남성적 연
대와는 다른 방식의 여성적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여사는 마치 어머니처럼 나현정을 보좌하고 그녀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며, 웨이는 나현정을 어머니처럼 여기면
서 그녀를 대신해 희생당한다. 이는 남성적인 조폭 느와
르가 조력자들의 배신으로 귀결되던 것이나 여성들을 팜
므 파탈로 묘사하던 방식과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여성들은 결말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연대를 통해 나현정
을 지켜낸다. 최검사가 룸살롱의 여성 접대부들에게 자신
의 성행위가 찍힌 동영상의 행방을 캐묻는 장면에서 김
여사와 웨이를 비롯한 접대부들이 구타와 위협에도 불구
하고 끝까지 함구하는 장면은 여성적 연대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녀들은 남성적인 조폭 느와르에
서 남성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팜므 파탈로서의 주변
화된 존재들에서 탈피하여 여성 주인공의 조력자로 부각
되고 있다. 오히려 임현정을 위협하는 인물들은 김검사, 
임상훈과 같은 남성집단이다. 심지어 임상훈은 그녀를 사
랑함에도 결과적으로 나현정에게 치명상을 입히면서 그
녀의 탈주를 가로막는 존재가 된다.

한편, 나현정의 오이디푸스 궤적은 전통적인 조폭 느
와르의 내러티브와 유사하게 미완에 이르게 된다. 그녀는 
조폭세계에서 벗어나 아들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
고 죽음을 맞이한다. 암울한 세계에서 탈주하여 숨겨왔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들과 행복한 삶을 이
루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완의 오이디푸스 궤적을 그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성보다 더 남성적인 인물로 묘사
되던 나현정의 여성적 면모도 점진적으로 목도된다. 즉 
나현정의 남성적 특질의 이면에 숨겨진 여성적 특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들과의 관계
로써, 모성의 숭고함과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한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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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의미한다. 남성들의 젠더 정치라는 관점에서 폭력성
은 조폭세계의 핵심을 이루는데, 나현정에게 숨겨진 아들
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내러티브는 그녀를 젠
더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묘사한다. 영화는 이후 아들을 
지키기 위한 사투로 몰아가며 잔혹함과 모성을 극단적으
로 교차한다. 결국 나현정의 모성은 조폭세계에 속한 모
든 인물들에게 확장되는 대신, 생물학적 모성으로 축소되
는 한계를 보인다. 그럼으로써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조
폭 느와르에서 기대해볼만한 대안적인 모성의 기입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적인 모성은 크리스테바
(Kristeva)가 주장하듯 자신 안에 타자를 끌어안는 아이
를 잉태한 어머니처럼 생물학적 자질을 넘어 타자를 향
해 열려 있는 주체로서의 모성을 의미한다[15]. 그리고 
모성은 개인 혹은 가족에게 자신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
는 가능성도 제공한다[16].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축소된 
나현정의 모성은 새로운 여성적 내러티브로 관객의 감정
을 정화하기보다는 그녀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약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화 <미옥>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2000년대에 접어들어 목도되고 있는 여성 느와르 영화
의 젠더 정치학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포뮬러, 컨벤션, 아
이콘이라는 장르적 삼요소의 차원에서 영화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포뮬러의 차원에서 영화는 여성 주인
공의 내러티브 가닥에 모성애를 기입하고 그녀를 욕망하
는 남성의 순애보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조폭 느와르
의 포뮬러를 변형하고 있다. 그리고 컨벤션의 차원에서 
흥미롭게도 마초적 세계에서 부여받은 여성 주인공의 남
성적 특질과 대별되는 모성에 관한 플래시백을 통해 그
녀의 본래적 생물학적 정체성을 증거하고 있다. 아이콘의 
차원에서는 여성 주인공에게 상징적 남근의 기호들을 부
여하여 남성적 관음증에 따른 거세공포를 약화한다.

한편, 영화 <미옥>에는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의 분열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당장 주인공인 나현정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남성성이 과잉
부여된 조폭이라는 젠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
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임상훈의 순애보는 어
머니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과 연정 사이의 어떤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의 분열은 상
징적인 아버지-어머니-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관계의 균

열을 통해 증폭된다. 이같은 특징은 일견 조폭 느와르적 
세계의 약호와 관습에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
작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영화가 조폭 느와르의 외
피를 두른 가족 멜로물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화 <미옥>에서의 등장인물들의 파국적 결말
은 전형적인 조폭 느와르에서의 미완의 오이디푸스 궤적
과는 내용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흥미롭게도 <미옥>에서
도 의리라는 남성적 연대와 유사한 여성적 연대가 묘사
된다. 그리고 이 여성적 연대는 조폭 느와르 세계의 남성
성과 이분법적인 대당을 이룬다. 이는 모성 같은 여성적 
특질이 새로운 대안적 형태의 내러티브를 축조할 가능성
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화는 주인공 
나현정의 모성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수렴하여 그녀를 파
국으로 추동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그리면서 대안적인 
여성적 오이디푸스 궤적을 완성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영화 <미옥>이 여성 주인공을 설정하면서 
기존의 조폭 느와르와는 대별되는 내러티브 전략이 활용
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조폭 느와르의 약호와 
관습을 비트는 지점들이 젠더 변수와 성차에 기인하고 
있음과 영화의 내러티브가 젠더 정치학과 긴밀한 상관관
계를 맺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디 전통적으로 여
성혐오적인 조폭 느와르의 존재의 불안은 남성성의 왜곡
과 과잉에 따른 것, 즉 여성성의 결핍 혹은 모성의 부재
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폭영화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긴밀히 연관된 장르로, 최근 의리라는 형제애
를 강조하는 조폭영화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IMF 이후 
약화된 가부장의 권위에 대한 잠재된 위기의식을 드러내
는 것이기도 하다[17]. 영화 <미옥>의 사례는 조폭 느와
르에 여성적 연대를 기입함으로써 국내 조폭 느와르의 
젠더 편향을 부분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
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여성 주인공의 모성을 타
자를 품는 대안적인 모성보다는 친자를 지켜내고자 하는 
생물학적인 것으로 환원함으로써, 모성을 확장하는 대신 
가두고 있다. 이는 영화가 모성을 조폭세계의 불안과 폭
력을 야기하는 근원으로 묘사함으로써 젠더적 한계에 머
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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