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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장호 감독의 <무릎과 무릎 사이>(1984)는 ‘성애 화’가 유행 했던 1980년  한

국 중 화 표작 중 하나이다. 성애 화는 장르적 이유로 여성을 상화한다는 문

제를 촉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장르는 시각의 주체로 상정된 남성, 그 상적 존재인 

여성, 그리고 젠더 및 가부장제 관련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성애 화는 남성 관

객의 성욕 자극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로 화’와 구분되며, 그 경계

적 요소로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의 젠더재현 양상은 감독의 주제의식과 긴 하다. 이장호 감독이 이 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서구 문화의 유입과 그 경계의 필요성이다. 이에 따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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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서구’라는 이분법을 기축으로 한다. 그런데 이 화는 서구적인 것을 부정적

으로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전통 그 자체를 고수해야 하는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는 잔존하는 가부장적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폐

해를 동시에 재현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장르적 특징으로도 이어

져, 화는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는 동시에 남성 인물 중 누구에게도 관객으로 하여금 

이상적 동일시를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주제어: 무릎과 무릎 사이, 젠더, 이중성, 가부장제, 성애영화, 한국영화, 1980년대.

1. 들어가며

1980년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

주의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민주화로의 역동을 선

회하려는 농후한 의도로 문화적 자유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82년 프로야

구, 83년 프로축구 및 민속 씨름 회 출범,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

픽 개최 등을 통해, 1980년 에는 정부 주도 하에 국민들을 현혹하는 다양

한 볼거리들이 전시되곤 했다. 그러면서, 강준만의 지적 로 “80년 는 ‘퇴

폐문화’에 한 선별적 해금을 실시하면서 이런 조치 체제와 그리 불편하지 

않게 어울리도록 관리하는 양상”이 취해졌다.1)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화계는 자유화로 인하여 늘어난 외화들 틈에서 한

국 화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80년 에 들어서도 한

국 화의 가치는 외화수입 쿼터를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었다. 더욱이 1980

년 12월 1일 컬러 TV방송이 시작되면서, 화 산업은 보다 쉽지 않은 여건

에 놓이게 되었다.2) 외화를 포함한 전체 화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

에서는 다양한 화 상 을 위해 공간을 분리하여 복수의 스크린을 두거나, 

개별 화의 상  일수를 단축시키기도 했다. 이는 결국 한국 화의 전체 

수익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3)

1) 강준만, 한국 현 사 산책: 1980년 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3, 54면.
2) 김종원·정중헌, 우리 화 100년, 현암사, 2001, 362면.
3) 조준형, ｢한국 화산업과 정책: 1980~1997｣, 유지나 외, 한국 화사 공부 1980~1997,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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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배경 하에 당시 한국 화계는 정인엽 감독의 작품 <애마부인>

(1982)의 흥행 성공을 계기로 성적 요소를 화 제작의 전략적 코드로 선택

하게 된다. “1980년 에는 섹스sex,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로 국민을 

환각시키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3S정책’과 맞물려 성애 화, 즉 에로티시즘 

화가 넘쳐났”4)는데, 1984년에 개봉된 이장호 감독의 <무릎과 무릎 사이> 

역시 당  성애 화 장르의 유행을 이끈 표작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예술

/외설’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던 이 작품은, 노골적인 성애 묘사로 재 검열을 

받기도 했으나,5) 1984년 9월 30일 단성사에서 개봉, 서울에서만 263,334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해당 년도 한국 화 흥행 2위를 기록했다.6) 

1980년  한국 성애 화에 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체로 장르의 범주

적 구분이나 여성/남성의 재현 방식 혹은 젠더 양상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등

에 해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강소원은 일면 유사 ‘소프트 포

르노’적 양상을 보이는 성애, 에로 화를 현 극과 사극/시 극으로 분류하

는 한 후, 이들이 여성의 능동성과 타자화, 고정된 젠더와 이에 한 균열, 

개방과 폐쇄 등과 같은 양극단을 이중적으로 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7) 이

현진의 경우, 1980년  한국 성애 화를 경멸적 의미를 포함하는 ‘에로 화’

와 구분,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논지를 통해 성애 화의 성적 

금기에의 도전이 정치적 전복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찰했다.8) 노지승은 

남성 관객의 차원에서 당시의 성애 화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주목, 

남성의 과잉된 성적 주체로의 묘사는 그 자체로 분열적이지만, 다른 남성 캐

릭터를 통해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9) 

2005, 147-161면.
4) 정종화, 한국 화사, 한국 상자료원, 2008, 193면.
5) ｢ 화｢무릎과 무릎 사이｣외설시비 “성묘사 지나치다”다시 검열 받아｣, 경향신문, 1984.9.27, 

11면.
6) ｢개봉일람_월별｣, 화진흥위원회,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offc/search

OfficHitTotList.do(2018.8.8. 검색).
7) 강소원, ｢1980년  한국 화｣, 유지나 외, 앞의 책, 57-65면.
8) 이현진, ｢1980년  성애 화 재평가를 위한 소고｣, 현 화연구 제18호, 한양  현 화연

구소, 2014, 104면.
9) 노지승, ｢남성 주체의 분열과 재건, 1980년  에로 화에서의 남성성｣, 여성문학연구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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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당시 성애 화에 여체 노출 등을 통한 장르적 성

격 등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1980년  성애 화는 장르적 특성 상 젠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

며 이는 자연스럽게 보수적 가치관으로서의 가부장제 존속 문제와도 연결된

다. 이때 <무릎과 무릎 사이>를 포함한 몇몇 화들은 가부장제에 편입되는 

한편으로 이에 반하거나 전복되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이다.

그런데, 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감독의 가치관이나 

주제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 화는 이장호의 다른 작

품들과는 달리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카메오로 출연

하여 주제와 연결되는 핵심적인 사를 발설한다. 이를 통해 그는 성을 전면

화하면서도 전통/서구와 관련된 주제의식을 여기에 유착시키고 있다. 그러면

서 이 작품에서는 성애 화라는 장르적 특성과 전통/서구를 둘러싼 주제의식

이 결합됨과 동시에 충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드러나는 젠더 문제와 가

부장 질서의 이중적 양상에 관해 탐구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 가운

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지니는 감독의 주제의식에 해 고찰하려 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도, 치 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들 연구가 놓치거

나 간과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을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삼고자 한다.

2. 젠더 재현의 장르적 보편성과 차별성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스펙터클이 난무했고 <애

마부인>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여성의 가슴은 컬러 TV에서도 찾아 볼 수 없

는 화만의 역이었다. 이러한 1980년  성애 화는 현 극과 사극 형식

을 막론하고 유행을 이루었다. 이 중에서 <애마부인>이나 <무릎과 무릎 사

이>을 표작으로 하는 현 극은, 여성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남성의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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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판타지와 관음증에 호응한다는 양면성을 공유한다. 이때 이야기의 주인

공이면서 화면 속 시각적 상이 되는 여성들은 주로 바람난 부인이나 일탈

에 빠진 여성들 아니면 창녀 다.10)

이러한 80년  성애 화는 여체 노출과 성행위 묘사를 통한 흥행만을 목

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현진은 에로 화가 “성인 남성을 주요 상으로 

단기간에 저예산으로 제작한 16mm 혹은 비디오 화로 그 목적이 성행위

나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는 화”11)라고 정리한다. 그리하여 성을 소재로 한 

모든 화가 저급한 에로 화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그 안에서 성적인 개방

성이나 정치적 급진성을 찾을 수 있음에 주목하여, 그것을 성애 화라 칭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성을 주제나 소재로 하는 화가 반드시 성욕촉발

만을 목적화하지 않는다면, 성애 화는 성 혹은 성욕에 관한 화, 성을 알

레고리화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마 부인>은 80년  성애 화의 시발점이었다. 성이라

는 주제에 천착해 있지만 이 화가 ‘섹스는 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

도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12) <애마 부

인>은 애마(안소  분)가 남편(임동진 분)의 외도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그

리고 청년(하재  분)과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해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애마의 

욕망을 쫓는데 몰두한다. 이에 따라 화는 성행위 자체보다 애마가 갖고 있

는 감정적 욕구 묘사에 더 공을 들인다. 그렇기에 <애마 부인>은 “성적 욕망

과 관련한 분열적 남성주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러한 분열성을 극복, 은폐

하기 위한 전략”13)만을 취한 작품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작품

10) 그중에서도 창녀는 사회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관음적이고 가학적인 표현에 당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80년  이전부터 한국 화가 지속적으로 소재로 삼아 왔다. 유진선 감독의 <매춘>(1988)이 

표적인 작품이며, 특정한 시 를 배경으로 둔 화로는 <씨받이>(1986),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

레야>(1983), <자녀목>(1984)과 같이 씨받이 여성의 고난을 다룬 경우나 <뽕>(1985), <땡볕>(198

4), <화녀촌>(1985)처럼 가난한 여성의 삶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강소원, 앞의 글, 57-65면.
11) 이현진, 앞의 글, 96면.
12) 남동철·이 진, ｢<애마부인> 감독 정인엽 인터뷰｣, 씨네21, 2002.2.8, http://www.cine21.c

om/news/view/?mag_id=7410(2017.7.28. 검색).
13) 노지승, 앞의 글,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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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열된 남성성을 은폐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로의 회귀가 아니라 여성 주

인공의 성적 욕망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

이다. 이렇듯 <애마부인>을 포한한 80년  성애 화는 성욕 촉발을 위한 이

미지 재현과 별도로 감독의 사회적 발언과 예술적 지향이 뚜렷하게 녹아있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에로 화14)와는 차이를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2년 뒤에 개봉한 <무릎과 무릎 사이>가 당  가장 노골적

인 묘사와 수위로 화제가 된 성애 화라고 한다면, 이 작품에 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위로 강한 자극을 동반한 성적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것이 

이 화의 진정한 의도”15)라고 보는 것은 최적의 결론이 아니다. 이는 “본인

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맞지 않는 서

구식 생각이나 생활 때문에 우리 모두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이제 지나간 

악몽일랑 모두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따님의 정신적 순결을 어머니께서 높

이 사주셔야겠습니다.”라는 화 속 사를 통해서도 유추 가능하다. 이 

사는 이장호 감독이 직접 정신과 의사로 출연하여 발설한 것으로, 화의 목

적이 에로틱 스펙터클의 전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무분별하게 침투한 서구

적 가치관을 경계하려는 바임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한 화 잡지는 해당 

작품을 “감독이 추구하는 작가세계와 현실적인 흥행에 한 계산이 어떻게 

14) 성애 화와 에로 화를 구분하는 것은 후자의 부정적 함의와 전자가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노골적인 성애묘사로 청소년관람불가가 된 80년  화를 에로 화로 총칭했을 때 발

생하는 문제는 그것의 “야리꾸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어감”으로 인해 내용과 무관하게 화의 예술

성이 용어에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윤종에 의하면 에로 화는 “1930년 부터 어 단어로 

에로티시즘이나 에로틱을 줄여서 ‘에로’라 부르던 일본적 관행을 따라서 당시에 ‘방화’라 불리던 

1980년 의 극장개봉용 국내성인 화들은 에로 화로 통칭”하던 일에서 비롯되었다. 에로 화는 

80년  해당 장르의 유행이 제도권 극장에서 물러간 뒤, 비디오 시장에 등장했던 일군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윤종, ｢포르노그래피, 바디 장르, 그리고 페미니즘: 1980년  한국 에로 화에 

한 페미니즘 논의를 중심으로｣, 문학과학 제75호, 문학과학사, 2013, 247면. 비디오 시장으

로 넘어간 에로 화는 해상도뿐만 아니라, 제작비와 화적 질 자체가 저하되었고, 오늘날 보편적

으로 인식되는 저급한 에로 화에의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는 와중, 해당 장르 내에서 극장 개봉

작과 이후 비디오 유통을 목적으로 한 작품에의 구분과 전자에서도 예술성을 내재한 작품을 구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성애 화가 그러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정남, ｢
한국에로 화 이미지의 미학적 고찰｣,  상예술연구 제8호, 상예술학회, 2006, 163면 참고.

15) 강소원, 앞의 글,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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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되는지 볼 수 있다.”16)라는 문구로 소개한 점도 결국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한 화를 단지 고정된 이데올로기만으로 해석할 수 없

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서구적인 가치를 지양하는 한

편, 그 반 편에 있는 전통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드러나는 여성과 남성 재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작품은 여타 80년  성애 화와 마찬가지로 여

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학생 자 (이보희 분)은 조빈(안성기 분)

과 육체적 결합 없이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플루트를 전공하는 부잣집 딸 

자 은 그녀에게 순결을 강조하며 억압하는 어머니(태현실 분), 혼외 부인에 

딸까지 두고 있는 아버지(김인문 분) 그리고 마이클 잭슨으로 변되는 미국 

문화에 심취한 남동생(박 록 분)과 살고 있다. 자 은 예쁜 외모의 소유자

로, 극 중 남성들의 추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자 은 어머니가 그녀를 억

압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욕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무릎은 이러한 자

의 욕망이 집된 성감 로 그려진다. 얼마 뒤 자 은 의문의 남성에게 성폭

행 위협을 당하지만 다행히 벗어난다. 그 이후 그녀는 수일(임성민 분)과 첫 

성관계를 맺게 되며, 죄책감으로 내려간 시골에서 낯선 남성과도 관계를 갖

는다. 그리고 최후에 이르러 그녀는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시

도한다. 결국 서사적으로 이 화는 자 이 겪는 성에 관련된 사건과 이에 

한 그녀의 반응들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애 화라는 장르가 지니는 보편적 특성상 화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

로 전시한다. 이러한 양상은 굳이 성애 화가 아니더라도, 주로 여성 인물의 

몸이 남성의 눈과 동일시된 카메라에 의해 전시되는 일반적인 상업 화의 경

향과도 맞닿아 있다. 로라 멀비(Laura Mulvey)가 지적하듯, 보통의 중

화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몸이 관음의 상이 되며 그것은 서사 진행에 

불필요한 역과 인물에도 적용된다.17) 화는 남성 관객과 더불어 화 속 

16) 스크린, 1984.10, 232면.
17) Laura Mulvey, “Narrative, Apparatus, Ideolog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203. “The presence of woman 

i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pectacle in normal narrative film, yet her visual 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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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인물의 시각을 통해 그들의 성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도 자 의 몸은 화 속 인물인 수일이 

자 을 바라보는 쇼트, 그리고 그러한 수일의 시점으로 전시되는 자 의 쇼

트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다른 경우는 서사 진행과 무관해 보이는 경우에서

이다. 화 초반, 자 의 어머니가 딸의 방에 몰래 들어오는 장면에서 슬립만 

입은 자 의 몸이 부드러운 무빙으로 전시된다.[스틸1] 또한 보 의 직업 정

보를 제공하는 에어로빅 장면은 운동 하는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파편화된 

이미지로 40초가량 재현한다.[스틸2] 이렇듯 서사 진행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중단하는 여체의 전시가 이루어진 사례는 이 외에도 화 전반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 운동 후 목욕탕에서 드러나는 보 의 반나체와 그녀가 앉을 

때 들어 올린 치마 사이로 보이는 다리가 그러하다.[스틸3] 또한 해변에서 선

탠을 하고 있는 자 의 몸이 필요 이상으로 매끈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스틸4] 이들 쇼트는 개 신체 일부를 근접촬 (close up) 함

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 자극과 쾌감을 불러일으킨다.18)

ence tends to work against the development of a story line, to freeze the flow of action 

in moments of erotic contemplation.”
18) 벨라 발라즈(Bela Balazs)는 화가 “‘클로즈업’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혼

을 끌어내 보이면서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얼굴의 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 다. 김

호 ,  화 이미지학, 문학동네, 2014, 188면. 그런데 <무릎과 무릎 사이>를 비롯한 성애 화에

서는 흔히 신체 일부를 근접촬  함으로써 남성 주체로 상정되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전

[스틸1] [스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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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들은 극중 남성의 시각과 남성 관객의 시각을 전제로 연출된 여

체의 노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체로 서사와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

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보  어머니가 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일부

러 스타킹을 신고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려는 무의

식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서사와 연관성을 띠기도 한다. 이는 보  아버지

가 보  어머니의 혼인을 주선함으로써 17세 임신, 그 이후 미혼모 생활을 

비롯한 그녀의 삶 전반을 통제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보  어머니의 

삶이 보  아버지와의 성적 연관과 유착되어있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무의

식적인 행동이 결국 서사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  어머니가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는 점은 남성의 시각을 의식한 결과이기

도 하다. 따라서 보  어머니 사례를 비롯하여 여성의 신체가 화 내에서 

끊임없이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각적 주체로 상정되어 있는 화 내, 외

부의 남성에게 성적 주도권이 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화 안에서 여성을 통제하는 남성의 존재는 화 내, 외부에 걸쳐 

잔존하는 가부장제의 근거가 된다. “남성 지배가 사회, 문화, 정치 등 삶의 

모든 역”에서 “양성 관계의 위계 조직을”19) 조장하는 가부장제는 남성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정당함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신에, 사회, 경제적 

략을 취한다.
19)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박찬부·정정호 외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한신문화사, 199

7, 477-478면.

[스틸3] [스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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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남성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는 여성의 

가능성과 주체성을 축소한다. 그럼으로써 가부장제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이

나 남성에게 귀속된 역으로 국한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화 속에

서도 남성이 성적으로 상화되는 일은 여성의 경우보다는 빈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 편의 화가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거나 일부 귀속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이성애를 지닌 남성 주체의 시각을 전제함으로써 여성을 상화

하려 하기 때문이다.20) 그렇기에 자 이나 보 과 달리 화 내에서 남성 인

물의 몸이 여성의 욕구를 위해 섹슈얼하게 촬 된 장면을 찾을 수 없다. 

화 중반, 자 은 밤늦은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옆자리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다. 이 여성은 거부하는 듯하지만, 결국 상황을 

수용하게 되고 자 은 이러한 모습을 관음하게 된다. 그리고 마치 훔쳐보는 

시각의 주체가 된 듯 그 이미지에 사로잡힌다. 아울러 이 장면에서 자 의 

시점을 통해 상화되는 것은 남성의 욕망이나 신체가 아니라 추행 당하는 

여성의 몸과 상황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다음 신에서 자 은 성적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감지하고선 다급하게 도망친다. 또한 버스 안 불명의 남성

이 자 을 뒤 쫒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경비의 출현으로 무산된다. 이와 

같이 자 이 훔쳐보던 장면 속 남성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점은 그녀의 

욕망이 ‘사디즘(sadism)’적으로 응징된 결과라고 해석 가능하다. 정신분석학

적으로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의 존재를 비롯한 여성의 욕망은 남성에게 거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 텍스트에서는 “여성을 심문하고 신비

를 벗겨내며 여성의 죄를 처벌하거나 용서함으로써 여성을 평가절하”21)하는 

내러티브로 구현되는 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의 경우 관음적 욕망을 드

러낸 자 이 이성애를 지닌 남성 주체의 시선에 의해 강간 위협의 덫에 갇히

게 된 것이다.

이렇듯 화 <무릎과 무릎 사이>는 자 의 성욕에 주목한다. 그러나 여기

20) Laura Mulvey, Op. cit. pp.203-204.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ruling ideol-

ogy and the physical structures that back it up, the male figure cannot bear the bur-

den of sexual objectification. Man is reluctant to gaze at his exhibitionist like.”
21) 이수연, 메두사의 웃음 – 한국 페미니즘 화와 섹슈얼리티,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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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녀의 성욕은 남성 주체(남성 등장인물과 남성 관객)의 욕망에 기여한다

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따라 그녀가 마주하는 성적 상황은 그녀의 주체

성을 훼손해버린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일부 관객은 성애 장면을 

통해 성욕이 아니라 불쾌한 감상을 경험하게 된다.22) 즉, 화는 자 의 욕

구를 전면화하지만 이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으면서, 여성의 욕망을 양가적으로 다룬다.

그렇다면 남성은 화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노지승은 이 화를 

비롯한 80년  성애 화 속 남성 인물을 ‘분열적 남성 주체’23)로 명명한 바 

있다. 노지승에 의하면 당시 성애 화에는 과잉된 성적 욕망을 지닌 남성 인물

이 등장하지만, 이로 인해 훼손된 남성성과 가부장적 이미지를 재건하는 다른 

유형의 남성 인물도 등장시킨다. 그들은 ‘위기에 빠진 여성을 구원하고 보

호’24)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가부장의 이미지에 수정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런

데 이는 화 속 인물에 한 관객의 동일시를 전제로 한다. 로라 멀비는 고전

적 할리우드 화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 위해 관객이 동일시할 

만한 건전하고 긍정적인 남성 인물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25) 그런데 1980년

 성애 화 속 남성 인물들은 개 주인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남성 

인물들 또한 사회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관객은 특정 인물을 통

해 가부장제를 견지하여 자신을 사회화해야 하는데, 80년  성애 화 속 남성

들은 과잉된 성욕으로 인해 멀비의 논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해 이윤종은, 멀비의 논지가 “현재까지도 할리우드와 한국 화뿐만

이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나라 극 화를 분석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

지만, 여성 전체를 (…) 보편화하고 수동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객의 위

22) 스크린, 1984.10, 254면. “섹스가 즐겁고 건전한 느낌을 주어야 할텐데 이 화에서는 성폭행

형태가 되는 만큼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악마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것은 감독의 책임도 된다.”
23) 노지승, 앞의 글, 73면.
24) 같은 글, 104면.
25) Laura Mulvey, Op. cit. p.204. “As the spectator identifies with the main male pro-

tagonist, (…). A male movie star’s glamorous characteristics are (…) those of the more 

perfect, more complete, more powerful ideal ego conceived in the original moment 

of recognition in front of th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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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까지도 무효화”26)했다는 문제가 있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녀는, 그럼에도 

1980년  당시 이 화를 비롯한 일련의 성애 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에 해 이성애를 지닌 남성을 위한 여성의 나체나 자극적 성행위 묘사뿐 아

니라 여성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낼 만한 젠더적인 서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한다.

이와 같은 성애 화의 복잡성은 리타 펠스키(Rita Felski)가 문학에서 근

성과 여성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녀는 

중소설이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웅적으로 저항하는 것”27)만으로 구성되지 않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텍스트

의 복잡성 안에서 여성의 존재성과 의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펠스키가 말하

는 근 성 혹은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 주체가 어떻게 처하고 그것과 협상

을 벌여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펠스키는, 자율적인 여성이라

는 환상에서 벗어나 근 가 정립한 젠더 문화 속에 그들이 어떻게 적응 혹은 

저항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28) 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도 지배 이데올로기에의 순응과 이에 한 전복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이 여성과 남성의 묘사 방식과 서사화 양상 등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화 <무릎과 무릎 사이>는 여성을 남성의 시각적 욕망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재현하는 한편, 남성 인물을 이데올로기적 교화에 마땅한 방식으로 묘

사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킨다. 화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남성상이 등장한다. 하나는 자 을 비롯한 여성들에게 성적인 욕

망만을 드러내는 수일과 같은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가부장적 질서에 종속

된 조빈이나 자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수일은 

자 이 조빈과 교제 중임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한다. 그는 

학교에서 치근거리는 것을 넘어, 자 을 관음하고 손을 기에 이른다. 이후 

자 은 수일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죄책감으로 홀로 시골에 내려온다. 그리곤 

26) 이윤종, ｢포르노그래피, 바디 장르, 그리고 페미니즘: 1980년  한국 에로 화에 한 페미니

즘 논의를 중심으로｣, 문학과학 제75호, 문학과학사, 2013, 246면.
27) 리타 펠스키, 김 찬·심진경 역, 근 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256면.
28) 같은 책, 50-7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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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놀러온 젊은 무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한 

남성이 자 에게 접근한다. 그는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는 명목으로 자 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그렇게 그들은 숲 속에서 관계를 갖게 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 한 또 다른 남성(이후 ‘카메라

맨’으로 표기)이 있었다는 점이다. 추후 그 카메라맨은 사진들로 자 을 협박

하여 불러낸 뒤 겁탈하려 한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모를 남성 무리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맨을 몰아내고 그녀를 성폭행한다. 이렇듯 수일에서부터 강

간범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자 을 오로지 성적 존재만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다.

자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이면서도 그 이면에 ‘분열적’ 모습 또한 지

니고 있다.29) 그는 강력한 경제력을 통해 가부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가정 내에서 그 외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때문에 화 속 그의 인상은 비열하기까지 하다. 

그는 과거 미성년자 던 보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은 후 현재까지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두면서도 아내와 소원한 관계에 해서 적극적으로 처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  아버지의 비열함은 외할머니 또한 첩이었음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 을 억압했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가출을 제지하는 장면에서 극

화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자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한 책

임을 다른 인물에게 전가하여 문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 이 

끝내 집에서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자  아버지의 가부장적 지위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전통적 관계 속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조빈의 경우,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는 남성 표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만큼

은 자 의 아버지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금을 연주하고 기와집에 살면

서 한복을 즐겨 입으며 마치 고상한 ‘골동품’처럼 행동하는 그는, 자 에게 

성욕을 드러내지 않는 유일한 남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

(의 신체)을 보호해 주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 이 다른 남성들로부터 성폭행 당할 위협의 순간에는 부재하며, 사건의 

29) 노지승, 앞의 글,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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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순간이 종결된 상황에서야 모습을 비춘다. 심지어는 수일이 자 에게 

수시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다. 해변 장면에서의 경우 수일의 자극에 의한 자 의 성충동이 수그러지고 

나서야 조빈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다. 한편, 그는 자 이 비록 죄의식을 

갖기는 하나 성적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녀와 성관계를 맺

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는 조빈과 자 이 교제 중임이 암시되긴 하지만 명

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게 다소 무력하게까지 보이는 조빈의 성격은 자 이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다음 그녀와의 만남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건 이

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 이 조빈을 찾아 왔기에 성사된 것이었는데, 여기서

도 조빈은 자신들을 응시하는 수일을 확인한 뒤 (그를 의식한 듯) 비로소 자

을 감싸준다. 나아가, 심지어 그는 집단 성폭력 사건 후 자 이 자살 시도

를 한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화에서 조빈은 자 을 둘러싼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신, 이상하리만큼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

한다. 조빈의 이러한 면모는 이후 그가 자 을 검도장에 데려 가는 장면에서

도 나타난다.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가 검도를 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굳이 혼자 검도를 한다는 것도 쉽

게 납득되어지기 어렵다. 이처럼 조빈은 화 속 남성 인물 가운데 비교적 

건전한 이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자 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지는 못한다.

살펴본 바 로, 화 <무릎과 무릎 사이> 속 남성 인물들은 크게 성에 집

착하는 부류와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부류로 구분되어 등장한다. 전자의 

경우 성애 화라는 장르적 특성에 부합하는 인물형이라 할 수 있겠지만, 후

자의 경우 비열하게 또는 무력하게 묘사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닌다고 하

겠다.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를 경계하고 전통 보전을 옹호하는 듯 비추

어지는 이 작품에서, 자  아버지와 조빈 모두 이데올로기적 교화를 담당할 

만큼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서구 문화의 만연에 

한 경각심을 유발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절 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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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남성 재현에 있어서는 멀

비 식의 이분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서구에의 관점에 있어서도 

서구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전통만을 옹호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

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3. 가부장제의 서사적 존속과 균열

2장에서 논의 했듯이 화 <무릎과 무릎 사이>는 젠더 재현에 있어 가부

장제에 존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러한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화의 이중성은 서사 속 인물 지형

과 성감 의 위치 설정에서도 발견 가능하다.

먼저 화 속 인물들의 전사(前事)가 화를 이끌어가는 중요 요소로 작용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0) 자  어머니는 화 초반부터 딸을 감시

하고 억압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추후 외할머니 또한 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자  어머니는 딸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

록 자 을 감시하고 성적으로 억압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첩의 자식

이자 현재 첩을 둔 남편의 아내로서 이미 그 위치가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는 첩에 혼외자식 보 까지 두고서, 

여전히 보  어머니의 집을 왕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  어머니는 자  

아버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 에게도 극심한 성적 억압을 가하게 됐

던 것이다. 이러한 자  어머니는 스스로가 가부장제의 피해자임에도, 가부

장적 방식으로 자 을 성적으로 억압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보  어머니의 경우, 전쟁고아 출신으로 그녀가 보 을 임신했을 때는 17

세에 불과했다. 이는 그녀가 연상의 유부남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라기 보

30) 서정남에 따르면 “한편의 서사 텍스트에서 작중인물이 활동하는 무 가 되는 시·공간적 배경 

중 한 인물이 처한 물리적 환경(지역사회, 거리, 주거 공간 안팎 등)과 가정 사회적 환경(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계층, 직업 등)은 그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내포하는 환유로 사용될 수 있”는데, 

화 속 특정 인물의 전사는 이 가운데 후자에 해당된다. 서정남,  화 서사학, 생각의나무, 2004,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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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의 입장에서 자  아버지를 제외하고 의지할 만한 상이 없었기 때

문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보  어머니의 지나간 과거를 설명해

주는 또 한명의 남성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그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의 벙어

리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고아원에 있을 당시 벙어리 혼자 보  어머니를 

좋아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사랑했으나 그녀가 보 을 임신하면서 다른 국면

을 맞이했는지 불분명하게 묘사된다. 보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 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벙어리가 보 을 급습하여 경찰에 잡혀 오면서 자 을 성

폭행하려 했던 의문의 남성 또한 벙어리 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경찰서에서 

그는 자  아버지가 보  어머니를 성폭행, 임신 시켜 자신과 그녀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그 원한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고 진술한다. 이에 

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함께 있던 보 은 자신의 어머니가 벙어리 

혼자 자신을 좋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반박한다. 이 주장에 한 명확한 판

단을 위해서는 보  어머니의 직접 진술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에 관한 보  

어머니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은 바, 그 지점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일전에 

보  어머니에게 ‘그냥 그 벙어리랑 결혼하지 그랬어.’ 라고 하자, 보  어머

니는 편치 않은 얼굴로 딸의 말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다. 보  어머니에 관

하여 화는 자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벙어리와의 관계 또한 불분명

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벙어리가 자신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인

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  어머니는 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보  어머니는 자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가부장제에 갇

혀있지만, 고아 던 자신 그리고 현재 미혼모인 스스로와 보 을 지키기 위

해 가부장제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31) 

하지만 보  어머니가 의지하려고한 가부장제는 화 속에서 자  아버지

를 통해 무기력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벙어리로부터 보 이 급습당

31) 이와 관련하여, 실비아 월비(Sylvia Walby)는 “이성애적 관계 안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남성에

게 봉사하는 것만큼 정서적·물리적으로 남성에게 봉사한다. 남자가 여자를 지지하는 것보다 여자

가 남자를 더 많이 지지한다.”라고 설명한다. 실비아 월비,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  

출판부, 1998,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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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그녀의 보호자로 경찰서를 찾은 자  아버지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이

런 친구를 선생처럼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었어야 했을 텐

데’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다. 이는 벙어리가 자  아버지의 성폭행 가능성을 

내보인 상황에서 보  아버지가 가부장으로서도, 사회 지배계층으로서도 바

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그의 무책임함은 자 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 온 장면에서 침묵만을 지키는 장면에서 반복된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  아버지의 특성은 조빈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가부장적 통합을 이끄는 사람은 자  어머

니이다. 그녀는 자 의 죽음을 단정한 뒤 보 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이하

는데 여기서 기이한 가부장적 통합이 나타난다. 이때 보 은 일전에 자  아

버지가 선물한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이는 평소 자 이 입는 옷 색깔로, 흔

히 흰색은 여성의 순종과 순결을 상징하는 바, 이를 통해 자 과 보  모두 

자  아버지를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동질화되었음이 암시된다. 그

런데 이 질서가 이제는 보  어머니로 전면화 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 가부

장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이해진다는 것이다.32)

화 전반부를 떠올려보면, 보 은 자 과 비되는 팜므파탈(femme fa-

tale)적33) 인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팜므파탈적 존재는 흔히 중 

서사에서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한편 거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

우가 많다. 이에 보 은 자  가족의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서사 내

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허락한 실질적 주체가 자  어머니라

는 점은 남성 중심 체제의 전통적 가부장제의 균열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

 어머니는 어떻게 가부장제의 실질적 주체가 되었을까? 그 단서는 자  어

머니가 약사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자식들의 훈육 또한 담당했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마가렛 L. 앤더슨(Margaret L. Anderson)은 “여

32) 이 기이함은 보편적으로 가부장이라는 감투를 써야 하는 자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팜므파탈은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프랑스어이다. 화사적으로 1940년  미국 

필름 누아르 화 속에서 주인공 남성을 “위험과 재앙으로 이끄는 여성”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사

용되기 시작했다. 김광철·장병원 편,  화사전, media2.0, 2004,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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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전문인으로 남성 동료보다 앞서지 못하는 이유로서 여성은 가족생활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일반론에”34) 기인한다고 주장하는데, 화 속 자  어머

니의 경우, 자신의 약국을 운 할 뿐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신하여 가정을 

지켜온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가정에서 가부장적 질서의 새로운 리

인으로 자리하여 하얀색으로 상징화되는 보수성을 유지하는 한편, 그녀가 여

성이라는 조건에 따라 전통적 남성 중심의 단일성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가 되

는 것이다.

몰리 해스켈(Molly Haskell)은 1974-1987년에 이르러 여성들이 더 이상 

아내를 부양하고 보호하는 전통적인 ‘참나무 남성상’35)을 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한다. 즉, 여전히 우월한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는 한편, 노골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노리는 여성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스켈은 이러한 시기를 ‘양가성의 시 ’로 명명한다. 이

에 따라 화 속 젠더 재현이나 가부장제 존속 문제에 있어서도 획일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기보다는 이중적이며 복잡다단한 양상이 

드러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 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실려 간 병원 장면에서 

이장호 감독이 직접 의사로 분해 관객을 향해 노골적으로 발설하는 “본인보

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맞지 않는 서구

식 생각이나 생활 때문에 우리 모두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이제 지나간 악

몽일랑 모두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따님의 정신적 순결을 어머니께서 높이 

사주셔야겠습니다.”라는 사 역시 전통/서구, 가부장제/반-가부장제라는 단

순 이분법에서 보수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물론, 이장호 감독이 서구 문

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빈이나 자  아버지로 표방되는 

전통적 가치에 한 묘사를 긍정적으로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자

이 하얀 옷을 입고 조빈과 재회하는 결말에 해서도 단순히 가부장제로의 

회귀라고 보기 어렵다. 하얀 옷이 상징하는 보수성은 자  어머니가 전면화 

34)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앞의 책, 477-478면.
35) 몰리 해스켈, 이형식 역, 숭배에서 강간까지: 화에 나타난 여성상, 나남, 2008,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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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기이한 가부장제에 흡수되었고, 조빈의 무력함 또한 자 이 병원에 

실려 올 당시에 이미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조빈이 그를 지나쳐 가려는 자

을 애써 뒤쫓아 간다는 마지막 부분의 설정은 조빈으로 표상된 전통적 가

부장제의 변모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열린 결말이라고 할만하

다. 이렇듯 화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가부장제를 인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모순을 동시에 지적한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존속과 균열 양상은 자 의 시각에서, 그녀가 무릎을 

성감 로 갖게 된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그 과정은 페티시즘(fetish-

ism)이라는 기제를 통해 카메라를 거쳐 관객(의 눈)에게 전시된다.36) 자 의 

‘무릎 페티시즘’은 그 기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스토리 전개에 따라 

그녀가 어릴 적 미국인 플루트 교사로부터 당했던 성추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자 의 강렬해진 성적 욕망은 그러한 

과거의 트라우마보다는 현실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통제에 의해 억압되고 있

다. 이는 자 이 수일과 조빈을 포함한 학 동기들과 놀러간 해변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키니를 입고 온 자 이 선탠을 하고 있다. 옆으로 

다가간 수일이 그녀의 몸에 손을 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 이 

무릎에 성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만지

는 수일의 손길에 완전히 몰두하는 와중에 자 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나무

라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간다. 이에 자 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 이로써 자 의 무릎 성감 가 미국인 플루트 교사에게

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별개로, 그녀의 강렬한 욕망에 제한을 가하는 요소가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자  어머니의 이러

한 성적 억압은 가부장제적 방식을 답습하는 바, 자 의 욕망은 결국 가부장

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플루트 교사에 의한 성추행 

36) 관음증은 사전적으로 “상 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잔 헤이워드에 따르면, 그것은 “관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애초에 연기를 촬 한 

카메라도” 페티시즘적 시선의 주체로 상정된다. 수잔 헤이워드, 이 기 외 역,  화 사전: 이론과 

비평, 한나래, 2012,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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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 의 어머니가 그녀를 안심시키거나 두둔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력적

으로 나무라는 모습을 통해 예시(豫示)되었다. 

가부장제 하에서는 성관계의 전형이 남성 중심의 삽입 섹스로 상정된다.37) 

이에, 엄 히 말하면 자 의 무릎 페티시즘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자 의 무릎 페티시즘은 어릴 적 트라우마(미국인 플루트 교사

의 추행)뿐 아니라 이후 어머니의 권위적 폭력(여성을 향한 가부장제의 성적 

억압)과도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그녀의 무릎 페티시즘은 남성 중심 삽입 섹

스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라는 기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자 의 페티시

즘은 자의와 무관하게 가부장제의 향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삽

입 섹스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 의 서사를 감독의 의

도와 연관시킨다면, 서구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당시의 세태가 사람들에게 비

자발적으로 주입(성추행)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자 의 무릎 페티시

즘 설정은 주제적 측면에서 서구적인 것의 침투에 한 반감을, 자 의 서사

를 통해서는 가부장제의 모순적 문제점을 동시에 노출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무릎 페티시즘이 여성인 자 의 촉각으로 주체화되어 있다

는 점도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의 균열을 암시한다. 이 화는 여성 재현

에 있어 끊임없이 남성의 시각적 쾌락을 자극함으로써 남성 권력을 확인시킨

다. 또한 남성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종적으로 추

구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삽입 섹스이다. 반면에 자 의 성적 쾌감은 그것으

로는 끝내 만족을 이루지 못한 채 무릎 페티시즘을 통해 리적으로 경험된

다. 이에 따라 화는 남근 삽입을 통한 가부장적 성행위를 자 에게 위협적

인 것으로 연출한다. 버스에서부터 그녀를 뒤따라온 의문의 남성(벙어리)은 

자 의 저항을 무시하고 성폭행하려 한 바 있다. 비 오는 날 야외에서의 정

사 장면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일은 연주회에 따라 와서는, 자 의 무릎

37)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관점에서 “남근(phallus)은 특권을 가진 기표(privileged signi-

fier)이며 의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횡선(bar)을 표시한다.” 그리고 “횡선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

는 기호와 욕망이 결합된다.” 자크 라깡, 권태  외 편역, 자크 라깡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2012, 282면.



화 <무릎과 무릎 사이>(1984) 속 젠더 재현의 이중적 양상 연구  189

을 자극하며 그녀의 성욕을 부추긴다. 결국 둘은 음악회장 바깥으로 나오는

데, 여기서 수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하고, 이에 따라 자 은 욕망

의 충족이 아닌 성적 가학을 경험한다. 사건 이후 자 은 수일과 정사를 벌

인 일에 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시골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

녀는 낯선 남성과 정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그녀가 갈수록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몰래 훔쳐보던 한 젊은 남성에 의해 도촬 되어 이후 그녀가 집단 성폭행 당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섹스에서 만족감을 얻은 자

이 끝내 처벌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다. 즉, 그녀는 자신이 원하

는 방식으로도,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 권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만족과 

안정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 의 무릎 페티시즘은 남성 

중심 삽입 섹스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에 균열을 발생

시키지만, 그 역시도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 <무릎과 무릎 사이> 속 인물들은 여전히 가부장제의 향 

아래 있는 한편, 그것이 온전히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이들로 등

장한다. 가부장제는 사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각자에

게 부여된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의미화 한다. 바로 이러한 가부장

적 이데올로기가 화 속 서사에 지속적으로 침투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이 그것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특

징을 보인다고 하겠다.

4. 서구/전통의 이분법과 전복적 독해 가능성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에 관한 이중적 양상은 전통과 

서구의 표상 및 그 관계 설정의 방식과도 연결된다. 이 화는 서구 문화에

의 무분별한 종속을 경계하면서도, 그렇다고 전통의 편에 서서 그것만을 옹

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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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균열적 면모는 이장호 감독의 여타 작품들에서도 포착된다. <과부

춤>(1983)의 경우, 미국 음악에 심취해 있던 금선(박송희 분)의 아들 동식(김

명곤 분)이 결국 판소리와 북으로 표되는 전통 문화로 회귀함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보수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화는 과부가 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발하고 그들의 연 를 강조하며 이때의 

전통이 단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로 귀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장호의 1970년  연출작 <별들의 고향>(1974)에서 주인공 

경아(안인숙 분)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겪는 수난에서도 드러난다. 김수남은 

이 화가 “1970년  경제부흥의 물질주의에 함몰하여 도덕적으로 해이한 가

부장적 한국 남성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부각”38)시켰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무릎과 무릎 사이> 다음에 나온 <어우동>(1985)에서도 주

인공 역을 맡은 이보희는 다시 한 번 전통적 여성에의 요구를 파격적으로 전

복시키는데, 이처럼 번번이 남성들을 골탕 먹이고 왕까지 유혹하는 그녀의 모

습은 독재 정권과 남성 중심 가부장제에의 저항으로 동시에 해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장호 감독의 도발적인 면모가 돋보인 작품이라 할 만하다.

<무릎과 무릎 사이>의 주제의식이 단순히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전통적 가부장제로 직결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1980년  한국

화계에 제한적으로나마 불어 닥친 ‘자유로운 분위기’에 편승하여 “모순된 

현실을 소재로 비판의식을 강조하는 화가 제작”39)될 수 있었던 환경 하에

서, 이장호는 <바람불어 좋은 날>(1980), <어둠의 자식들>(1981), <바보 선

언>(1983) 등 “사회성 강한 사실주의 화”40)들을 연출해 오던 터 다. 그

의 이러한 사회비판적인 성향은 1975년 마초 파동에 의해 활동이 중단된 

뒤 4년 만에 복귀한 1979년 이후 강화된 것이었다. 화 제작 활동을 하지 

못했던 수년간, 그는 주간지 기자 던 여동생의 도움으로 다양한 사회과학 

도서와 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그는 재기 이후 사실주

38) 김수남, 한국 화 전복의 감독 15인, 월인, 2011, 144면.
39) 김수남, 한국 화의 쟁점과 사유, 문예마당, 1997, 168면.
40) 김종원·정중헌, 앞의 책,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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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바람불어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그의 리얼리즘적 경향은 엘리트적이거나 논리적이

라기보다는 감상적이고 정의로운 것에의 자의적 추구를 동반한 것이었다. 한

편, 이장호 감독의 문제의식은 자신이 한국 소설은 등한시한 채 외국 문학에

만 감동을 받았다는 과거에 한 고백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41) 이러한 

그의 의식은 서구 문화의 향력이 강화되고 전통의 위치가 위협받게 된 상

황을 성애 화로 알레고리화하여 표현한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부각되어 

나타난다. 군부 독재 하에서 제작자들이 사회비판적인 작품을 꺼리게 되자 

그는 전략적으로 에로티시즘을 화에 접목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 화가 

“겉포장은 섹스, 내용물은 정치”42)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

음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서양의 모든 문화적인 쾌감은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 내가 태어난 내 조

상의 전통적인 문화와 감각들은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았다. 나는 그 이유를 내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잘못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라고 변명

했다. 또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무릎과 

무릎 사이의 테마는 그렇게 ‘강요된 쾌감에 길들여져 있는 피해의식’이었다. 그

래서 직설적인 설정으로 서양 음악을 하는 여 생과 국악을 하는 청년의 순조롭

지 못한 사랑과 갈등을 보여주고 그 원인으로 어린 시절 미국인 음악 교사에게 

당한 성적인 상처를 문제 삼는 내용의 스토리 구성을 했다.43)

위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바 로, 이장호 감독은 자신조차 서양의 것에는 

쉽게 쾌감을 느끼는 데 반해, 전통 문화에 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이유가 문화적으로 잘못 길들여진 탓이라고 

부연한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사회에서의 서구 문화와 전통 문화의 위치 

및 관계를 내포한 <무릎과 무릎 사이>의 모티프 또한 서구 문화라는 ‘강요된 

41) 김수남, 앞의 책, 2011, 141-152면 참고.
42) 김 진, 이장호 VS 배창호: 1980년  한국 화의 최전선, 한국 상자료원, 2008, 124면.
43)｢이장호 [46] - ‘무릎’이란 단어에서 시작한 <무릎과 무릎 사이>｣, 씨네21, 2000.3.27, http://

www.cine21.com/news/view/?mag_id=31695(2017.8.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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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에 길들여져 있는 피해의식’에 있었다고 설명한다.44) 실제로 화 속에

는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을 좋아하는 자 의 남동생과 그가 찾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댄스 클럽, 그리고 미국 상품에 한 그의 추종적 언급 

등을 통해 서양의 문화적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전시된다.45) 이는 감독의 관

점에서 1차적으로 당시 한국 사회에 서구 문화가 만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

며, 2차적으로는 그것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형성되고 분출되는 서구 문화에 한 동시기 한국인들의 거부

감은, 비단 이장호 감독 개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82

년 부산에서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3월 18일 고신 학교 학생

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및 독재 정권 비호에 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문화원에 불을 지른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광주민주항쟁을 과

잉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자 고신 생들은 “미국이 전

두환 정권을 지원한 데서 비롯된”46)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에 한 반감으로 

방화를 감행했던 것이다. 한편, 1984년에는 YMCA 창립 81주년 기념 제10

회 청소년 심포지엄에서 청소년문화를 다루던 와중에, 외래문화의 향이 집

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발제 강연을 한 한준상 교수는 “결국 한국의 전

통적인 문화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놀이성과 유희성을 보장해줄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문화적으로 회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강연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파산된 미국 문화의 문화적 식민주의를 능동적으

로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준비된 것이

다.47) 이처럼 1980년  한국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문화적 향력에 

44) 이를 통해, 자 의 ‘무릎 페티시즘’이 미국인 음악 교사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이와 같은 주

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설정이었음을 유추하는 일이 가능하다.
45) 마이클 잭슨은 1984년 그래미(Grammy)상 8부문을 휩쓸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

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 기록은 “그래미상 사상 최다기록”으로, 마이클 잭슨으로 표방되

는 서구 문화의 향력에 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국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반감도 

있었던 만큼, 미국의 향력은 거 한 한편 우려도 동반되고 있었다. ｢마이클잭슨 ｢그래미賞(상)｣ 
휩쓸어 최우수 남자歌手賞(가수상)등 8개부문｣, 경향신문, 1984.3.1, 12면.

46) 김삼웅,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활빈당 선언에서 전․노 항소심 판결까지, 가람기획, 

1997, 366면.
47) ｢우리의 놀이 文化(문화)로 청소년문제 풀어야｣, 매일경제, 1984.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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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과, 이를 견제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화 <무릎과 무릎 사

이>에도 일정부분 반 되었다.

화의 오프닝 시퀀스에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자 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

리고 자 의 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쇼트가 이어진다. 그녀의 방 안에는 

단지 서양의 것들뿐만 아니라, 피아노 위에 있는 일본이나 원시 부족의 문화

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다양한 외래적 풍물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부유한 

편에 속하는 자 의 생활상 속에 이국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자 과 그녀의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는, 이와 같은 외래적 요소들이 어떻게 전통과 뒤섞여 있는지가 이미지화되

어 있다. 식탁 위에는 자 과 남동생이 먹는 양식 종류의 음식들과 더불어 

자  아버지의 쌀밥과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는 것이다.[스틸 5] 이와 같은 

설정은 화 초반, 자 이 조빈과 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자

의 경우, 서구 문화에 특별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탄산

음료 ‘환타’를 마시고 있다. 반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수호하는 인물인 조

빈은 태극문양이 새겨진 부채를 들고 있을 뿐이다.[스틸6]

화는 이러한 서구-미국 이미지의 부정성을 특히 자 의 남동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화 속 처음 등장 장면에서 그는 마이클 잭슨의 춤을 

따라 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로써 서구 중문화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당

[스틸5] [스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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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 젊은이의 단면을 노출시킨다. 이후에도 그는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

의 이미지를 매개로 하거나 서양 유흥문화의 산실처럼 꾸며진 나이트클럽이

라는 공간 내에서만 등장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  남동생의 캐릭터는 

작품의 서사 구조 형성에 아무런 기능도 담당하지 못한다. 즉 그의 존재가 

서사 진행에 미치는 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그가 화 곳곳에 반복

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를, 그것이 감독의 의도에 의한 설정이었다는 

점 밖에서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자 의 남동생은 어느 시점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화 속에 등장하고 있을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주제

의식을 염두에 둔 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의 남동생은 첫 등장 이후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면에 나온다. 

첫 번째는 약사인 자  어머니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뒤 이어지는 다음 장

면에서이다. 실랑이 장면에서 젊은 여자 손님은 피임약을 먹었지만 임신한 

것 같다며 자  어머니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자 자  어머니는 아빠

가 있으면 아기를 낳을 것이지 피임약은 왜 먹으려 하냐며 그녀에게 오히려 

핀잔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자  어머니의 경멸적인 반응은 서구 문화의 부

정성을 함의하는 자 의 남동생 이미지로 연결된다. 즉, 이어지는 화면에서 

그는 텔레비전의 볼륨을 한껏 높여 놓고는 마이클 잭슨의 춤을 흉내 내고 있

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는 성문화의 개방화에 따른 피임약 수용의 증가 

현상과 서구 문화에 한 무비판적인 추종 양상을 연관시켜 제시하는 듯하

다. 한편, 때마침 자  어머니는 손님과의 화를 계기로 불안해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자 의 귀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 본다. 그

런데, 전화를 받은 가정부와 자  어머니의 통화는 남동생이 크게 틀어 놓은 

텔레비전 소리로 인해 방해를 받고 만다. 이와 같은 장면의 연속은 결혼 전

에 성관계를 맺는 일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요구가 자  남동생에게 체화되

어 버린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서구 문화의 만연 현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

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동생의 두 번째 등장 화면은 자 이 벙어

리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에 배치되어 있다. 이때의 공간적 배경은 나이트클

럽이다. 여기서 자  남동생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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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벽을 바라본 채 홀로 몸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바로 이어지

는, 느릿한 가야금과 금 소리를 배경으로 고요한 기와집에서 시간을 보내

는 조빈의 모습을 담은 장면과 조를 이루며 서구 문화와 전통문화 사이의 

차이와 이질감을 부각시킨다. 세 번째는 해변에서 있었던 수일과 자  간 신

체적 접촉 행위를 목격한 조빈이 자 과 화를 나누는 장면 다음에 위치한

다. 자 과의 화 장면 마지막 부분에서 조빈은, “자 은 자신의 무엇을 위

해서 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라며 자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

문에 해, 화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자  남

동생을 등장시킴으로써 ‘서구 문화의 침투’로 인한 부정적 향을 주요한 답

변으로 내놓는다. 세 번째 등장은 두 번째와 달리 사람이 별로 없는 나이트

클럽이다. 그럼으로써 관객들은 남동생의 동작과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

하게 된다. 남동생의 네 번째 등장은 자 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직후

에 실현된다. 감독의 인터뷰를 근거로 이 작품을 도식화해 보면 등장인물들

의 성행위 혹은 성충동 역시 서구 문화에 의해 주입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자 이 숲 속에서 본인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채 낯선 남성과 

적극적으로 정사를 벌인 일도 서구 문화에 의한 부정적 행위와 접합의 지점

을 공유하는데, 후일 자 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촬 한 카메라맨에게 협

박당한 뒤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더욱이 서사적으로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남동생이 나

오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화면 배열을 이루고 있기에 그러하다. 남동생은 이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음으로 해서, 고통 

받는 자 의 이미지와 강한 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 자 에게 다가서는 조빈과 뒤이어 그가 제사

를 지내는 장면 사이에서이다. 이때 자  남동생의 등장 화면은 자 이 정신

분석학적 의미의 처벌48)을 받은 장면과 조빈이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장

면 중간에 삽입되어 교차-편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 문화에 매몰된 

48) 이는 각주 21)에서 자 이 낯선 남자에게 강간당할 뻔했던 경위를 설명하며 사용했던 사디즘적 

응징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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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적 행태와 전통적 가치에 한 수호 의지가 혼재되어 있는 현실상이 반

된 결과인 동시에, 조빈의 모습을 통해 발산되는 전통적 가치의 무용함과 

그렇기에 더욱 불가피해 보이는 서구 문화의 확산 추세 모두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장호 감독의 동시기 한국 사회에 한 시선과 태도가 투 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 이르러 감독의 ‘강요된 쾌감에 길들여져 있는 피해의식’은 결국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게 된다. 즉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자 은 서사 

내에서 끝내 처벌의 상(수동적 여성)으로 위치지어진다. 물론 화가 전통

적인 질서와 가치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가부장

제의 균열 또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감독이 주제 

전달을 위해 심어 놓은 남동생이라는 기표적 인물이 클럽이라는 상징적 공간

에서 본인의 이미지에 심취되어 있는 장면을 재해석해볼 여지도 존재한다.

전술한 바처럼, 로라 멀비의 이론을 차용해 보면 화 <무릎과 무릎 사이>

에는 관객이 동일시할 만한 건전한 인물형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도취해 있는 자  남동생의 모습

은 서구 문화의 부정성을 형상화한다고 할 만하다. 본래 ‘동일시’라는 것은 

화 속 인물이 아닌, 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몫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조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성 인물이 노골적으로 결핍을 드러냄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에 한 동일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관객은 서

구 문화에 도취하여 스스로에게 동일화된 자 의 남동생, 그러니까 화 내

에 설정된 특정한 비판의 상과 마주하게 된다. 필경 이장호 감독은 당시의 

세태를 서구 문화의 과다한 침투 및 무분별한 수용의 결과로 보았으며, 이는 

화를 하는 관객들 앞에 놓인 당 의 사회·문화적 상황이기도 하 다. 그

렇기에 연출자의 관점에서, 자  남동생은 관객에게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

화적 상황에서 무비판적 인식과 태도를 지닌 관객들을 표하는 존재 혹은 

서구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세태 자체를 지시하는 기호가 되는 것

이다. 이는 화의 주제가 전통적 가부장제의 존속이 아닌, 서구 문화의 부

정적 효력에 한 경계에 두어져 있다는 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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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작품은 보편적인 주제 전달 방식인 화 속 특정 인물에의 동일시 장

치 신, 미국 중문화의 향으로 스스로에 동화되어 있는 남동생 상(像)을 

통해 서구 문화에 한 부정적 시선과 태도를 암시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후 시골 숲 속에서 자 의 정사 장면을 몰래 찍어 그

녀를 괴롭히는 카메라맨 또한 관객을 상징하는 존재로 의미화 될 수 있다. 

그는 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인 카메라를 들고 그것을 사용한

다. 이로써 그의 시선은 일종의 관음 증상을 지닌 관객의 그것과 동질화되기

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카메라맨은 로라 멀비가 화에서 시선을 가진 

3  주체로 지목한 카메라, 인물, 관객 모두를 중첩시킨 입체적 존재로 거듭

나는 것이다.49) 그런데 이러한 시선들에 기여하는 상 이미지란 결국 관객

을 상으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화의 궁극적 시각 주체는 관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작품 속 카메라맨 역시 자 의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관객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형상화된다. 특히 카메라맨이 자 의 정사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한다는 설정으로 인해 화에 한 중 관객의 소비 

패턴이 은유적으로 지시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에로티즘을 

표방하는 듯 보이는 <무릎과 무릎 사이>는 외부로부터 주입된 쾌감에 맹목적

으로 길들여져 버린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외래문

화에 한 비판적 관점을 소유해야 함을 역설한다. 즉, 카메라맨의 존재는 

단지 멀비 이론에 부합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3개 시선의 소유

자 중 하나인 관음적 관객에게 비판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화가 

지닌 이중성을 가장 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 , 이 작품은 일반적인 관객이 성애 화에 기 하는 바에 일정 부응

하는 한편으로, 그들이 화를 성적으로만 소비하는 행태에 해서는 따끔하

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도 균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

49) Laura Mulvey, Op. cit. p.208. “There are three different looks associated with cin-

ema: that of the camera as it records the profilmic event, that of the audience as it 

watches the final product, and that of the characters at each other within the screen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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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작품이 단순하고 단일한 의미로만 해석될 소지를 차단하는 효력을 발

생시킨다.

자 의 입장에서 ‘강요된 쾌감’인 성적 쾌감, 즉 남성 중심 삽입 섹스를 

통한 쾌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에서 서구 문화로부

터 ‘강요된(주입된) 쾌감’과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그것과 

응된 전통에 해당하는 것은 반-남성 중심의 삽입 섹스라는 발상이 가능하

다. 그러나 화가 전통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떠올

린다면, 자 의 반-남성 중심 삽입 섹스에 우위가 두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즉, 자 의 욕망은 남성 중심의 삽입 섹스에도, 그것이 여성 중심적인지도 

불분명한 반-남성 중심 삽입 섹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와 같은 이분법을 구성하는 두 덩어리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해당 프레임 자체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자 의 욕망 또한 남성의 방식, 반-남성의 방식 등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 ’이라는 한 명의 주체가 갖고 있는 완전하지도, 불완전하지도 않은 것이 

된다. 자 을 비롯한 화 속 모든 인물의 욕망은 개별적인 주체성과 사회적 

조건이 결합되어 형성된 복합물이기에 그러하다.

<무릎과 무릎 사이>는 전통과 서구에 한 감독의 차별적 사고를 노출시

키기도 하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선/악, 좋은 것/나쁜 것 등으로 이분화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둘 중 하나라는 선택 자체가 유보되는 결과

에 이른다. 따라서 남동생과 카메라맨을 비롯한 화 속 서구의 표상 및 자

의 입장에서 해석될 만한 서사 구조 등은 감독이 주제 강화를 위해 심어놓

은 의식적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며, 나아가 화 전체에 한 전복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

는 자 과 조빈의 조우 장면을 두고, 이 작품이 단순히 가부장제 혹은 전통

으로의 회귀에 한 당위를 주장하는 단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결말은 화 속 이곳저곳에 파편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균열 양

상의 표적 일면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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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본고는 1980년  한국 성애 화 <무릎과 무릎 사이>가 속 성적 재현 방

식, 가부장제의 서사화, 이데올로기의 개입 등에 있어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

는 동시에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중성이 있음을 구명하고, 그 원인에 

해서 살펴보았다.

소위 성애 화는 장르적 필연성으로 인해 여성의 성적 상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소재와 무관해 보이는 주제의식을 표출

한다는 점에서 1990년  이후의 일반적인 ‘에로 화’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아울러, 1970년 의 이른바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도 차별성을 띤다. <무

릎과 무릎 사이>의 경우,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에서부터의 ‘여성 잔혹사’의 명

맥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자 이 겪는 일련의 수난이 단지 남성의 욕구와 여

성 응징만으로 해석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성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양상은 70년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 유사하나, 

이 경우 섹슈얼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위가 주로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서

인 반면50) <무릎과 무릎 사이>를 비롯한 1980년  성애 화는 여성의 욕구

를 동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폐쇄적인 상

황에서 여성의 성을 논한다는 자체가 서사의 보수성을 존속시키는 한편, 전

복적 해석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도 양가적 성격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화는 장르적 특성상 여성의 신체가 파편화되고, 그것이 남성의 시선

에서 전시되고 있으나 전제된 시선의 주체인 남성의 분열적 양상 또한 성애

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다. 과도한 서구 문화의 유입과 이로 인한 세태 변화

를 부정적으로 다루면서도, 조빈으로 변되는 전통적인 가치를 선 혹은 좋

은 것으로 두둔하지 않는다. 이때 남성 캐릭터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논

리는 ‘전통/서구’라는 이분법적 구분 하에서 전통적인 것에 속하지만 수호되

어야 하는 가치로 치환되지 않음으로써 이 화는 젠더 재현과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이중성을 내포하게 된다.

50) 이현진, 앞의 글,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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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 <무릎과 무릎 사이>의 복잡성은 감독이 단순히 에로틱한 

화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성을 알레고리화하는 다른 주제의식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화에는 노골적인 성애 묘사와 더불

어, 감독의 전통과 서구 혹은 미국적인 것들에 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

다. 이때 감독이 주제 구현을 위해 심어놓은 기표로서의 자 의 남동생과 카

메라맨, 그리고 자 의 인물 설정은 이 화가 가부장제를 관객들에게 불어 

넣을 의도가 없음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이 화를 성적으로 축소시키는 바의 

부정성을 표출한다. 그러면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의 전복적 해석 가능성이 

발현된다.

그러나 화 <무릎과 무릎 사이>의 이러한 이중성은 반-가부장제와는 결

이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장호 감독이 화 속에서 지칭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자 의 서사에서 반-남성 중심의 삽입섹스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자

체가 전복적일 수는 있으나, 그가 전통을 긍정적으로 본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화에서 발견 가능한 전복적 특성은 오히려 자신이 

이분화시킨 두 역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해당 프레임 자체를 벗어나게 한다

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화는 전통과 서구를 체할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는 않으나, 제시된 선택지 중 그 무엇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을 촉발하며 

전복적 가치를 드러낸다.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는 본인의 책 에로티즘 서론에서 “죽

음과 친숙해지려면 죽음과 방탕을 결합시키는 일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라

는 사드(Marquis de Sade)의 문구를 인용한다.51) <무릎과 무릎 사이>의 경

우도 주체성이 지켜지지 못한 채 용인된 무절제한 방탕으로 자 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세운다는 서사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자 은 철저히 짓밟히는 

한편, 성욕이라는 인간 본연이자, 고유한 것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둔 존재

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기적이고 방종하기만 했던 여타의 남성 캐릭

터와 구분되며, 결코 성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어떠한 가능성조차 부

51) 조르주 바타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199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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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조빈과 조된다.

1980년  한국 화는 흔히 사람들의 관심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 문

화적 기제 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다수의 작품들이 동시기 정치·사회적 복

잡성과 동떨어진 채 단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 기에 그러하다. 하

지만 살펴본 바 로, 1984년 최고의 한국 중 화 흥행작 중 하나인 이장

호 감독의 <무릎과 무릎 사이>의 경우 ‘성애 화’라는 장르적 특성을 다분히 

공유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성적 표현 및 지배 이데올로기로의 측면에만 국한

시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화를 체계적인 텍스

트 분석을 중심으로 장르론과 감독론, 시 상을 아우르며 종합적이고 입체적

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주류 상업

화라 할지라도 당 의 정치, 사회, 문화에 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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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bivalence of gender representing in <Between The Knees>(1984)
52)

Park, Ji-Yoon*, Ham, Chung-Beom**

<Between The Knees> (1984), directed by Lee Jang-ho is one of the famous sex-

ual/erotic movie in 80s. Such sexual/erotic genre was trouble with sexual objectifica-

tion of women, so it made some problems related to a gender and patriarchy system. 

However when it comes to sexual movie, not just aiming at stimulation of sexual de-

sire, it is differentiated from erotic or porno movie. The important thing separating 

those two parts is whether it cares about director's purpose or not in the movie. 

Therefore, as a sexual movie, this work is needed to be considered with what the di-

rector's thought is even when you want to analyze the aspect of gender and patriarchy 

system. Then, specifically what the director wanted to say was indiscriminate accept-

ance of foreign culture and the necessity of vigilance of it. To represent such things, 

the movie described a dichotomy, tradition verse foreign culture, the patriarchy system 

was regarded as tradition thing. In that moment the core is that the director did not 

regard the tradition as something needed to be pursued as well as foreign culture. 

Hence, even the movie still represented the residue of the patriarchy but simulta-

neously recognized harmful effect of that system either. Besides, such kind of cracked 

feature is combined with the sexual expressions through objectified women sexually 

and represented men as someone who never can't be identified ideally.

Keywords: <Between The Knees>, Gender, Ambivalence, Patriarchy, Sexual movie, Korean 

movi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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