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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도시에서 장소는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경관을 탈

바꿈하기 위해 이루어진 개발 사업은 장소의 정체성을 약화시켰고 장소

에 녹아있는 기억은 사라졌다. 장소를 통해 이익 창출을 원하는 진영과

삶의 터전으로 유지하려는 진영이 대립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

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다큐멘터리 분야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흐름으로 장소를

재현했다. 이전에는 장소가 단순히 배경이자 인물을 위한 필수적 요소였

다면, 최근에는 장소 내 기억과 상실감 같은 감각을 형상화하여 장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장

소의 시간을 교란시켜 매순간 새로운 시간을 제시하며 장소를 미학적으

로 배치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식의 장소 이해와 재현을 통해 장소

상실과 장소의 기억을 재생산하는 ‘장소 다큐멘터리’를 해석했다. 다큐멘

터리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장소가 품고 있는 기억을 바라봄으로

써 현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소 계획 과정에 대해 재고했다.

장소는 인간과 사회의 실천 체계로 삶의 모든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 경험의 장이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장소의 획일화·상품화는 장

소의 정체성을 훼손했고 결국 장소 상실이 발생했다. 장소 상실은 장소

에 녹아있던 기억도 사라지게 했다. 기억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체에 의해 드러난다. 영상매체는 연속 기록

을 통해 추상적인 기억을 재현하여 부재한 대상을 시각화하고 영화적 요

소를 통해 극대화하기 때문에 장소의 기억을 보여주기에 효과적이다. 특

히 다큐멘터리는 ‘리얼리즘’, ‘정보 전달력’, ‘영화적 효과’를 통해 장소 상

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장소의 공간적·조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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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도시 개발로 인해 장소 상실을 겪은 특정 대상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과 장소를 둘

러싼 갈등이 장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배제하였고, 장소

고유의 기억과 감정을 재생산하는 직접적인 감응의 매개로 역할하는 작

품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춤추는 숲>,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

을 것이다>, <범전>, <할매-서랍> 총 네 작품을 선정했다.

해석은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장

소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다큐멘터리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다음으로

영화적 요소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고, 이를 에드워드 렐프가 제시한 장

소 정체성의 요소로 재해석했다. 앞의 네 단계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장소 계획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바를 제시했다.

<춤추는 숲>은 장소 계획 과정에서 행정 기관과 장소 안의 사람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되묻고,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장소의 기억을 함의할 수 있는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범전>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

성된 장소는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할매-서랍>은

장소의 문화와 생활을 고려한 장소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장소 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소 상실을 포착하여 잃

어버린 기억을 재생산한다. 장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앞

으로 나아가야 할 장소 계획 과정의 대안과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다. 다큐멘터리가 비추는 장소를 통해 더 나은 장소 계획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꾸준한 담론과 연구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도시, 장소, 장소 상실, 기억, 다큐멘터리

학 번: 2015-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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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폭발적인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우리 삶에서의 공간은 ‘비장소화’ 되

어가고 있다. 후기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장소에 대한 인식은 변했고, 이익

창출을 위한 장소 개발로 장소는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 경관을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전 개발 방식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정 장소가 가

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드문 상태

로 이루어졌다. 장소는 삶의 모든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 경험

의 장으로서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 기억의 원천으로 작동해왔으나 자

본의 확장 속에서 교환가치로 변질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익 창출

을 목적에 둔 개발은 도시 장소를 침범해 장소에 녹아있던 기억을 없애

기 시작했고 효율성과 개발 이익을 주장하는 자들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장소를 지키려는 이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소를 상품화

하려는 사람들과 장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립하

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소를 주

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큰 흐름이 포착

된다. 다큐멘터리는 탄생 이후 꾸준히 개발로 인한 장소 상실을 기록하

고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Ⅰ-1. 현대 도시에서 공간의 비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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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큐멘터리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현실에 대한 사회적·정치

적인 발언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민족영화·민중영화·노동자 영화 등으로

불리던 영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고, 민주화 운동·노동 운동 등

사회 운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다.1) 선전·교육·투쟁의 기

록 등 액티비즘 작품이 주를 이뤘으며,2) 정치·사회·문화적 욕망에서 발

현된 ‘운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를 ‘발언의 형식’, ‘주장의

형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미학적 자의식’이나 ‘성찰’과 같은 태도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3) 1980년대 발전기를 걸쳐 1990년대를 지나며 소재의 다

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정권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영화제의

등장 등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풍부하게 바꾸어 놓았으며, ‘교육 선전용

영상물’에서 ‘작품’으로 진화했고 감독으로서 고민했다. 1990년대 이후 국

립영화학교(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대학 영화과 출신 감

독들의 활약이 양적인 비교우위를 점하였고, 제작 집단이 안정화되면서

감독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 시기의 다큐멘터리는 소

재가 더욱 다양해졌고, 새로운 미학적 시도들이 눈에 띤다.4) 기존에 다

루지 않았던 소재를 다루기 시작했고, 획일화되고 갇혀 있던 감독들의

연출 스타일도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일

정한 관객층의 형성과 배급 회사의 등장, 상영 공간의 확보를 통해 양

적·질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다큐멘터리는 카메라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들며 관심 영역을 넓혔고, 소재도 학교, 연애, 역

사, 소수성애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

1) 독립 다큐멘터리 연구 모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서울: 예담, 2003, p.17.

2) 권은혜,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등장과 그 가능성,” 『21세기의 독립영화』, 서울: 한국독립영화

협회, 2012, p.155.

3) 독립 다큐멘터리 연구 모임, 위의 책, p.21.

4)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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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선을 교환하고 감독의 모습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한

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장소’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존재했으

나 2000년대 후반 이후의 흐름은 이전과 다르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

해 수많은 장소가 파괴되었고 이에 따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다. 각종

매체는 정치적 논쟁을 이끌기 위한 시도로 장소 상실을 다루었고, 다큐

멘터리도 그러한 매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큐멘터리는 타 매체에

비해 여과 없이 일상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에는 주로 재개발

에 의한 장소의 파괴와 지역민의 정서 상실이라는 제한적인 소재만을 다

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었다. 이제 장소는 종속

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감응의 매개로 발전하여, 그 자체로 고

유한 기억과 감정을 품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등장하고 있다.5)

그림 Ⅰ-2. ‘장소’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출현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장소 다큐멘터리는 이전의 장소 다큐멘터리와

다른 새로운 흐름이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다르다.

첫 번째, 이전 다큐멘터리는 장소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배경으로서 여

5) 이승민,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경향,” 『독립영화』, 45, 2015,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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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나 장소 안의 인물에 집중했다. 때문에 한동안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는 장소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장소를 에워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담론에 초점

을 맞춰 왔고,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영화의 내러티브(narrative)6)를 통

합하는 것에 집중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장소명은 공간 그 자체를

뜻하기보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명칭으로서 작

용했다. 그러다보니 도시의 장소들은 장면의 분위기를 위한 필수적인 요

소로 적용될 뿐 주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재개발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였고 재개발로 인해 장소 상실이 발생한 철거민들의

투쟁을 그렸다.7) 하지만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장소는 ‘비어 있는 이미지’

로 제시되며 그 자체의 능동성과 물질성을 기반으로 기억, 상실감 같은

재현 불가능하고 비가시적인 감각을 형상화한다.8) 즉 장소가 품고 있거

나 장소에 숨겨져 있던 내적 서사를 함의하여 장소에 대한 상실감이나

장소 내부의 기억을 소환한다. 장소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

끌어 감정에 호소하고 사건을 고발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장소를 조용하

고 담담하게 관찰하여 장소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두 번째, 이전 다큐멘터리는 시간에 따라 인물과 장소를 배열하고 인

물의 인터뷰나 여러 자료를 통해 정보 전달과 설득에 초점을 맞추거나

고정된 관찰을 통해 장소에 대한 투쟁을 드러내 거대 개발의 부당함을

알렸다. 장소 안의 인물들은 ‘장소 안에 존재하는 자’와 ‘장소 밖에서 관

찰하는 자’로 나뉘었고, 특히 재개발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피해자와 가

6)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 또는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말로

문학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 텍스트에서는 이야기를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 동원되는 다

양한 전략, 관습, 코드, 형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7) 김동원의 <상계동 올림픽>(1988), <행당동 사람들>(1994), 김성환의 <동강은 흐른다>(1999),

정일건의 <대추리 전쟁>(2009) 등

8) 이승민,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경향,”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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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최근 장소 다큐멘터

리는 장소의 시간을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고 매순간 새로운 시간을 제시

하여 현재의 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한다. 부조리를 호소하고 동참을 요청

하는 방식이 아닌 장소를 미학적으로 배치하여 차분하게 장소 그 자체의

고유한 기억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감

독이 장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내부에서 장소의 기억을 생산하는 움

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두 차이점을 종합해보면, ‘장소와 장소를 둘러싼 환경, 사람의 원본을

재현하는 것’에서 ‘장소 내면의 의미와 기억을 영화적 배치를 통해 표현

하고 것’으로 장소 다큐멘터리의 흐름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Ⅰ-3. 장소 다큐멘터리의 흐름

200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장소 다큐멘터리의 경향은 새로운 방식의

장소 이해와 재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장소에 대한 신선한 접근으

로 관객의 감성에 다가가고, 장소 고유의 기억을 품고 독립적으로 등장

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속적인 개발 과정에서 잃어버린 안전·안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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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장소에 담겨있는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억은 장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천된다.

하지만 현대 도시에서 발생한 장소 계획 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기억을

남기지 못했다. 다큐멘터리는 타 매체와 다른 고유의 매체 특성을 통해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장소와 기억을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맥락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새로운 흐름의 장소 다큐

멘터리를 해석한다.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개발에 따른 장소 상실과

장소가 품고 있는 기억이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본다.

이는 지나간 장소를 현재형으로 고민하게 하는 동시에 장소가 내포하는

기억을 소환하여 동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소 계획 과정을 고찰하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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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고찰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소의 기억을 바라보는 본 연구에 앞서 ‘영화’와

‘공간’을 접목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중, 김성연은 영화에 나타난 원형경관의 서사

적·시각적 양상을 파악하여 환경설계의 고려 요소로서 원형경관을 고찰

했고,9) 김규훈은 영화에서 검증된 편집·카메라 원리를 조경 공간 간의

연결에 적용시켜 보았으며,10) 서영애는 인간의 근원적 정서와 감정을 담

은 도시 풍경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지 파악했다.11) 앞의

연구들은 배경으로서 도시 공간의 역할에 주목하여 영화에 나타난 경관

구성 요소 분석에 초점을 맞추거나, 영화와 조경을 동일선상에 놓고 영

화기법의 조경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최근에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영화 속 공간을 통해 사회를

되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성률은 1950년대 후반 한국 영화를 분

석하여 도시의 문화적 풍경과 젠더 문제를 통한 시대적 욕망을 읽었

고,12) 이명준은 ‘서부 영화’라는 시각 재현 매체가 자연 경관을 재현하는

방식을 해석하였으며,13) 황지희는 영화 속 레지빌리티 요소 도출을 통해

도시 공간마다 중요도와 인지도를 분석하고 영화도시로서의 부산의 잠재

력을 제고하고자 했다.14) 세 연구는 영화 재현 방식을 통해 지역·문화적

9) 김성연, “영화 속에 나타난 원형경관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서울시

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 김규훈, “영화 기법을 이용한 외부공간 조성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 서영애, “한국 영화에 나타난 도시 경관의 의미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2) 강성률, “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 속 도시의 문화적 풍경과 젠더,” 『도시연구』, 제7호, 2012,

pp.145-170.

13) 이명준, “서부 영화에서 황야의 재현에 대한 미학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1(2), 2013,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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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의 형상을 강조하고 공간 구성 방식을 알아본다.

이처럼 조경 관련 분야에서 공간과 영화를 접목한 연구는 꾸준히 존

재했지만 수는 많지 않았다. 공간 자체를 전면에 두고 공간이 지닌 내부

이야기와 접속하는 연구보다는 영화에 나타난 경관요소를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화 분야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남다은이 쓴 ‘공간의 형상화’를 본격적인 담론의 시작으로

본다.

이때 영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의 형상화인 것 같다. 자신

의 위태로운 삶을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생각한다는 건데, 흥미롭게도

삶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데 비해 이들이 서

있는 공간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초현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터전 자체가 그렇다. 그리고 인물들이 매혹되거나 충

돌하고, 부유하거나 소외되는 이 기이한 도시의 풍경은 자본의 무차별

적이고 잔인한 증식의 산물이며 그걸 민감하게 포착하는 건 사회 주변

부의 시선들이다.15)

이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낸 조영각은 ‘88만원 세대와 철거’

를 이야기하며 공간 상실이라는 소재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세대론

과 관계있다고 주장했고,16) 김영진은 영화 <기무>17)와 <애니멀 타

14) 황지희, “레지빌리티 요소 도출을 통한 영화 속 도시 이미지 분석,”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15) 남다은, “돈의 시대, 청춘들의 고군분투: 서울독립영화제 2008 상영작 중심으로 정리한 올해

독립영화 경향,”『씨네21』, 682호, 2008.

16)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울독립영화제 2009』, 서울: 한국독립영화협회, 2009, p.100.

17) <기무>는 한때 기무사 건물이었던, 지금은 현대미술관 터가 된 공간의 역사성을 탐구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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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18)을 통해 도시 공간의 흔적과 상처에 대해 언급했으며,19) 정병언은

지아장커(Jia Zhangke) 감독의 영화를 통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

타난 공간의 재현과 장소 상실에 대해 분석했다.20) 2013 메이드인부산독

립영화제에서 열린 ‘한국독립영화의 공간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엄준석과

장슬기는 부산독립영화에 나타난 지역 정체성과 영화 재현방식에 대해

발표하며, 영화에서 나타나는 ‘부산’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범위를 좁혀 도시 공간과 다큐멘터리의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이루어진 이도훈과 이승민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도훈은 한국 독립 영화에 나타난 공간성을 분석하고 다큐멘터리에 나

타난 공간 재생산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21)와 파괴적인 공간 재

생산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정서상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22) 공간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공간성이 사회적·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체계를 형성

하는지 탐구했다. 이승민은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경향으로 ‘공

간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성 연구를 진행했다.23) 다큐멘

터리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공간적 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2000년대 후

반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간 미학적 전환’을 다루고 있다.

2014년 인디다큐페스티발 포럼의 주제는 ‘공간과 다큐멘터리’였는데,24)

큐멘터리이다.

18) <애니멀 타운>은 철거예정지인 아파트에 사는 아동성범죄 전과자의 삶을 일상적으로 지각되

지 않는 도시의 이면에서 직설적으로 다룬 영화이다.

19) 김영진, “상처를 품은 도시의 표정을 보다,”『씨네21』, 753호, 2010.

20) 정병언, “공간의 자본화와 장소상실-지아장커의 〈소무〉, 〈세계〉, 그리고 〈스틸라이프〉,”

『문학과 영상』, 2011.

21) 이도훈, “한국 독립영화의 공간적 선회: 2008년 이후 한국 독립영화의 공간성 연구,” 『문학과

영상』, 2013.

22) 이도훈,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한국 독립다큐멘터리가 동시대의 공간 재생산을 기록하는

방식,” 『영상예술연구』, 제24호, 2014.

23) 이승민,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간성 연구: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새로운 경향을 중심으

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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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럼에서 이도훈은 ‘장소와 장소 상실’, 이승민은 ‘공간과 기억의 정치

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다양화를

이룬 다큐멘터리 내에서 공간 다큐멘터리에 대한 비평적인 담론과 미학

적 측면을 점검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2016년 4월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간성 연

구-2000년대 후반 이후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세미나를 주최했다. 여기

서 이승민은 세미나 제목과 동일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영화평론가

변성찬과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채희숙과 공간이란 주제를 고찰하

고 한국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알아보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 Ⅰ-4. 2016년 4월 

한국독립영화협회 세미나

24)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매년 작품을 둘러싼 환경을 살

펴보며 시대의 논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나가는 포럼을 진행한다. 2014년은 ‘공간

과 다큐멘터리’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큐멘터리가 다룰 수 있는 공간과 그 표현 방식이 다

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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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는 ‘포스트-멜랑콜리아(Post-Melancholia)’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장편 다큐멘터리 <범전>과 <외곽>, 단편 다큐멘

터리 <화포>, <빙빙>, <적막의 경관> 등의 ‘사적 다큐멘터리’ 또는 ‘에

세이 영화’ 안에서 횡단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인디포럼, 환경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EBS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도 장소 다큐멘터리의 상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다큐멘

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경 관련 분야에서는 공간이 영화의 배경으

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영화적 기법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영화에서 나타난 도시 이미지가 주는 파급 효

과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극영화를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극영

화의 공간은 사실적이기 않은 연출된 경관이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왜곡

됐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한편 다큐멘터리에서의 연구는 주로 2000

년대 후반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난 공간 확장과 압축 현상을 재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미학적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

각자의 기준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분류하고 다큐멘터리에 나타나는 공간

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류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하고 영화사적 분

석에만 집중하며 구체적인 장소성의 발현이나 장소 안에 녹아있는 기억

의 작동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주시하는 장소가 ‘배경’이 아닌 ‘주연’

으로서 역할 하는 것에 주목한다. 시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실에 바

탕을 둔 극적 구성을 지닌 다큐멘터리는 장소에 대한 망각을 차단시키고

상실된 장소의 기억을 살아 있게 만든다.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 장소 계획의 현 주소를 고찰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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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시각

본 연구는 장소 다큐멘터리에서 발생되는 장소의 기억에 대해 살펴본

다. 즉 기억의 매개체인 ‘장소’와 장소가 발현되는 ‘다큐멘터리’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여기서 ‘기억’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

에 대해 살펴보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 상실에 대해 이해한다. 다음으로

기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장소 기반적 기억과 영상 매체의 연결 관

계에 대해 알아본다. 공간과 장소 관련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이-푸 투안(Yi-Fu Tuan)의 시각을 참고하며, 장소 정체성

과 장소 상실은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시각을 참고한다.

르페브르는 도시공간의 분석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천적 차원으로 끌

어올린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다. 이전까지 공간에 대한 담론

은 사회적 실천과 권력, 생산 양식 등 도시공간을 논하기 위해서 필수적

으로 다루어야 할 요소를 간과했고 정신적 공간에만 집중했지만, 르페브

르는 모든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간의
생산25)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의 특징을 규정하고 사회적 공

간을 분석하여 기존의 공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학, 사회학

등을 통해 공간 문제에 접근한다.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공간은 자본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기도 하지만 대안적인 공간을 가지고 생산의 가능성

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다큐멘터리

의 새로운 흐름과 결을 같이 한다.

투안과 렐프는 실증주의 지리학이 간과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으

로 공간과 장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198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

25) Henri Lefebvre,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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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는 ‘장소의 정치학’을 이끌었고, 새로운 장소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으로 역할을 했다. 투안은 『공간과 장소』26)에서 공통의

경험을 나타내는 친숙한 단어인 ‘공간’과 ‘장소’를 구분했다. 공간은 개

방·자유·위협·움직임이 일어나고, 장소는 안전·안정·정지·애정이 일어나

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공간이 개인에게 무의미하지만 장소는 개인이 경

험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곳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사

건이나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렐프는 『장

소와 장소 상실』27)에서 연구의 주요 개념인 장소 정체성, 장소 상실, 무

장소성에 대해 언급한다. 장소는 모든 형식적 지리학 지식의 전제가 되

는 세계에 대한 직접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장소 정체성과 무장소성(placelessness)을 말하는데, 장소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훼손되어 장소 상실이 발생한 상태를 무장소성으로 규정하

며, 도시 개발로 인한 장소의 획일화 및 상품화된 장소가 무장소성을 야

기했고 인간과 장소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그 근원은 인

간이라고 주장한다.

기억의 개념은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장소』28)를 살펴본다. 기억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장소의 특징을 통해 장

소와 기억의 상호작용 관계를 해석하고 매체로서 드러나는 기억에 대해

살펴본다. 노라는 기억이 진부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편집하여

현재에 출현시키는 것이고 주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말하면서, 기

억은 지금 현실의 현상이고 장소에 달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온 기억

26) Yi-Fu Tuan, Space and Place, 구동회 외 역, 『공간과 장소』, 서울: 도서출판 대윤, 2007.

27)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외 역,『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28) Pierre Nora. and others, Les Lieux de memoire, 김인중 역, 『기억의 장소』. 파주: 나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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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재와 흔적이 피난하는 장소에 입각하는 연구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장소의 기억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고 그 장소를 기억함으

로써 상기된다. 이와 같은 장소 기반적 기억은 특정 매체에 의해 드러난

다. 기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기록하려 했고, 기억 보완을

위해 사용했던 매체는 문자-사진-영상 세 단계로 진화했다. 이 중에서

영상은 연속 기록을 통해 추상적인 기억을 재현하며 부재한 대상을 시각

화시키고, 촬영·편집·사운드 등의 영화적 장치를 통해 이를 극대화시키며

특정 기억의 내러티브를 구축하기에 효과적인 매체이다.

Ⅲ장에서는 위에서 발전시킨 내용을 다큐멘터리와 연결한다. 다큐멘터

리는 타 매체와 비교했을 때 ‘리얼리즘’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소 상

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을 수 있다. 또한 영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통해 장소에서 발생한 기억들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는 영국의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이 실제성의 창조적

표현(the 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의 의미로 처음 사용한 말이지

만 용어의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

지고 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기존의 논

의들을 토대로 재정의할 것이다. 용어 사용과 더불어 다큐멘터리는 픽션

(fiction)과 논픽션(non-fiction)의 경계 사이에서도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

다. 다큐멘터리는 논픽션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더니

스트들은 다큐멘터리에서 픽션과 논픽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본 연구는 그레고리 커리(Gregory Currie)와 노

엘 캐롤(Noël Carrol)의 시각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다큐멘터리는 논픽션 영화라고 규정한다. 커리는 내러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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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되고 주장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사진의 흔적으로 재현되

는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규정하고, 캐롤은 감독의 의도를 관객이 알아챈

상태로 영화 내용을 단언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다큐멘터리며 다큐멘터리

라는 용어보다 ‘가정적 단언의 영화(film of presumptive assertion)’를 제

시하면서 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한다.

논픽션 영화인 다큐멘터리는 크게 세 가지 매체 특성을 지닌다. 첫 번

째는 사실성에서 비롯한 믿음을 통해 감정을 강화시키는 ‘리얼리즘’, 두

번째는 사진 기록이기에 타 매체와는 다른 ‘정보 전달력’, 세 번째는 시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재현하여 변화하는 장소의 모습을 생동감 있

게 연출할 수 있는 ‘영화적 효과’이고,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특징을 통해

장소의 공간적·조형적 특징을 해석하여 ‘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소를

탐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한다.

Ⅱ장과 Ⅲ장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해석한다. 해석할 다

큐멘터리 선정은 두 단계에 걸친다. 1단계는 2008년 이후 장소 다큐멘터

리를 카테고리화 하는 작업이다. 2단계에서는 ‘장편영화, 영화제 및 전시

회 초청작, 외부 공간을 다룬 작품’의 세 가지 세부기준을 통해 최종적으

로 작품을 고른다. 선정한 작품은 다시 다섯 단계로 나누어 해석을 진행

한다. ①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장소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고 ②다큐멘

터리 제작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③다큐멘터리의 극적 구성 방법으로 작

품을 해석한다. 이를 ④에드워드 렐프가 제시한 장소 정체성의 요소로

재해석하고 ⑤최종적으로 장소 계획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바를 정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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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다큐멘터리를 해석하는 방법은 총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장소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대상

지의 역사·배경·특성 등의 기본 정보를 알아본다. 문헌 연구를 통해 특정

장소와 장소 계획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인

식을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다큐멘터리

를 제작했는지를 살펴본다. 다큐멘터리 제작 전후 배경과 어떤 주제를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했는지 알아본다. 세 번째 단계는 다큐멘터리의 극

적 구성 방법(플롯, 촬영, 편집, 음향, 감독의 개입 등)을 토대로 장소 상

실과 기억의 재생산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해석한다. 또한

감독의 인터뷰를 검토하여 장소에 대한 시각을 도출하고 표면에서 보지

못하는 심층적인 담론을 이끌어낸다. 장소가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극

대화되어 표현되는지를 해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에드워드 렐프가 제시한 장소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인 물리적 환경, 활

동, 의미를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재해석한다. 장소 상실이 발생한 이유와

장소 계획 과정에서의 고려해야할 점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장소 계획의 시각과 다큐멘터리의 시각을 교차하며 장소 계

획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다. 각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난 ‘장소

상실과 기억의 재생산’을 통해 도시 장소 계획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 다룰 다큐멘터리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1단계

는 2008년 이후 나타난 장소 다큐멘터리를 조사하여 소재 및 대상지로

나누는 작업이다. 영화제나 상영회29)를 직접 찾아 관람한 영화를 우선

29)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인디포럼,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국제뉴미

디어페스티발, DMZ국제다큐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쇼케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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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 시간 소재 대상지

호수길 2009 72분 재개발 응암2동

청계천 메들리 2010 70분 재개발 청계천

기이한 춤: 기무 2011 62분 복원 옛 국군기무사령부

거미의 땅 2012 150분 재개발 경기북부 미군기지

옥화의 집 2012 68분 재개발 용산

춤추는 숲 2012 95분 재개발 성미산

할매-시멘트정원 2012 63분 재개발 부산 산복도로

디지털랜드스케이핑 2013 3분 신도시 송도

서울역 2013 84분 복원 서울역

안개와 연기 2013 21분 신도시 송도

재 2013 65분 재개발 부산 전포동

철의 꿈 2013 100분 역사 울산 조선소 일대

Fog and Smoke 2013 20분 신도시 송도

랑랑_상상박물관 2014 10분 역사 한강

망대 2014 66분 역사 춘천 망대

표 Ⅰ-1. ‘장소’를 다룬 다큐멘터리

선정하였다. 단편 다큐멘터리와 정식으로 개봉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경우, 상영했던 영화제 또는 감독과 연락하여 스크리너(screener)30)로 관

람하거나 인디플러스(www.indieplus.or.kr)라는 영화 상영 사이트에서 다

운로드 받아 관람한 후 작품을 선정하였다.

수많은 다큐멘터리 중 도시 개발로 인해 장소의 변화를 겪은 특정 대

상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치적 메시지가 강

한 소재를 다룬 작품31)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30) '스크리너'란 영화를 최종적으로 스크린하기 위한 DVD나 컴퓨터 파일을 말한다.

31)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제주 강정 마을 등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다큐멘터리의 수가 많지만,

이 작품들은 장소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 고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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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의 도시 2014 80분 재개발 충주호

서울 데카당스 - Live 2014 35분 역사 문래역

성북동 일기 2014 45분 재개발 성북동

어느 관광엽서의 일생 2014 14분 복원 옛 조선총독부 건물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2014 66분 복원

홍제천, 세검정, 

백석동천

화포 2014 47분 역사 순천 화포갯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2분 재개발 영도대교

범전 2015 85분 재개발 캠프 하야리아

옥포 조선소 2015 101분 역사 옥포 조선소

외곽 2015 77분 재개발 -

적막의 경관 2015 20분 역사 거창

출입구 2015 12분 재개발 남양주

Sky Park View 2015 8분 재개발 -

내 사랑 한옥마을 2016 92분 재개발 전주 한옥마을

빙빙 2016 25분 역사 -

1단계에서 다큐멘터리를 선별한 결과, 장소 다큐멘터리는 2009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재는 복원·신도시·재개발·역사로

나눌 수 있었고 대상지는 더욱 세분화된다. 소재와 대상지는 다양하지만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공통적 주제는 ‘도시 개발에 따른 장소 상실’을 큰

틀로 삼는다.

2단계는 앞서 조사한 다큐멘터리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최종적

으로 연구할 작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기준은 장편영화이

다.32) 장소가 생성되고 소멸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2) 엄밀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영 시간이 5분에서 30분까지 길이의 영화를 단

편영화, 30분에서 1시간까지 길이의 영화를 중편영화, 1시간을 넘는 영화를 장편영화라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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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긴 호흡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심층적으

로 관찰하고 깊이 있는 결과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분량이상이 확

보되어야 한다. 짧은 러닝타임 동안 임팩트 있게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

들이 있지만, 시간 안에 장소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고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두 번째로 국내 유명 영화제 및 전시회에서 인정받은 영화를 선택했

다. 국내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제작자 발굴과 흐름을 주도해온 ‘인디다큐

페스티발’과 뛰어난 환경 영화를 찾아내 널리 알리고 창작을 지원하는

‘서울환경영화제’,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창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독립영

화들에 중점을 두는 ‘인디포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영화 및 예술 분야에

서 대안적·실험적·창의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장소가 주인공인 영화를 선택했다. 장소를 다룬 다큐멘터리

중에서 장소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장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

단되는 영화는 제외시켰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장소를 집약적으로 보

여주기 위해 특정 건축물을 주제로 삼는 작품은 제외했고, 외부 공간 또

는 건물을 포함한 외부공간을 다루는 영화를 선정했다.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총 네 작품을 선정했다. 첫 번째 작품인 <춤추

는 숲>은 성공한 도시공동체로 평가 받는 성미산 마을을 대상지로 한

다큐멘터리로 제38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제13회 인

디다큐페스티발, 제4회 광주여성영화제,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뉴비전상

수상), 제1회 서울시민영화제, 제1회 들꽃영화상, 제12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환경영화경선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에 초청됐다. 두 번째 작품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홍제천, 세검정, 백석동천의 복

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4회 인디다큐페스티

발, 제19회 인디포럼, 제6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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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에 초청됐다. 세 번째 작품 <범전>은 부산 범전동의 장소 변화를

담고 있으며,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독불장군상, 심사위원상 수상), 제17

회 부산독립영화제, 제12회 서울환경영화제, 제15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

스티발, 제20회 인디포럼, 제16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제10회 타이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됐다. 네 번째 작품 <할매-서랍>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된 부산 동광동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이전에 작업

한 <할매>와 <할매-시멘트정원>이 포함된 확장판이다. <할매>는 제37

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4회 부산독립영화제(우수상 수상), 제 29회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제6회 대전독립영화제, 제17회 인디포럼에 초청됐고,

<할매-시멘트정원>은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14회 장애인영화제에

<할매-서랍>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제18회 부산독립영화제에 각각

초청됐다.

제목 감독 장소 변화 관련 사업

춤추는 숲 강석필

성미산 마을 공동체

↓

홍익재단 학교

홍익재단

학교 건립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건형 홍제천, 세검정
홍제천, 세검정

복원사업

범전 오민욱

캠프 하야리아

↓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할매-서랍 김지곤

저층 주거지

↓

공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표 Ⅰ-2. 선정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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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소 상실과 기억의 재생산

1. 장소와 장소 상실

1.1. 공간과 장소

초창기 인류학 논의에서 ‘공간’은 인간의 삶을 위한 물리적인 배경으로

만 여겨졌지만, 1980년대 말 이후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공간’과 ‘장소’에

관한 관심이 사회과학계 전반에 걸쳐 주목받기 시작했다.33) 르페브르는

공간과 도시공관의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회과학계 전반에 걸친

수많은 공간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

산』에서 ‘공간적 실천·공간 재현·재현 공간’의 개념을 제시한다. ‘공간적

실천’이란 공간의 생산과 관련된 총체적 과정으로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실제의 공간과 연결시켜 그 공간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은 공간을 파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공간 재현’은 주어진

사회에서 계획된 지배적인 공간이며 ‘재현 공간’은 인간의 잠재적·상징적

공간으로 지배를 받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을

지각과 관련짓고, ‘공간 재현’은 인식, ‘재현 공간’은 체험과 관련짓는

다.34) 셋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며 변증법적 과정 중에 있

을 뿐이라고 말하며, 이들이 서로 잘 결합된 경우 긍정적인 도시공간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35)

르페브르에게 도시공간은 자본주의적 생산, 소비, 추적에 대항하여 모

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환경조성을 위한 변혁적 실천의 장소이다.36)

33) 정현묵,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

례들을 중심으로전,” 『비교문화연구』, 19(1), 2013, p.108.

34) Henri Lefebvre, op.cit., pp.86-88.

35) Henri Lefebvre, op.cit.,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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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주장한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도시화된 공간의 사회적 생

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간 생산은 자본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속에서 개발된 공간이 강화될수록 생산된 공간의 실재와 인간

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큐멘터리 사례

에서 이러한 모습이 포착된다. 르페브르의 주장을 뒷받침 하듯, 다큐멘터

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계획되고 편성된 공간에 깃든 인간과 사회적 실

천체계 사이의 매체 역할을 하여 공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20세기 중반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의 확산, 도시화, 미디어의 영

향력 증가로 인해 ‘장소’와 ‘장소 상실’에 대한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 투안은 ‘장소’와 ‘공간’ 개념의 대비를 통해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새

로운 변화 양상들을 드러냈다. 투안에 의하면 공간이 장소에 비해 추상

적 개념인 반면, 장소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서 개인의 실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

소로 바뀌는데, 낯선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되며

어떤 지역이 친밀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

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37) 즉 장소는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

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

존의 근원적 중심이다.

투안은 시간과 장소의 관련성에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 번

째는 움직임이나 흐름으로서 시간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정지로서의 장

소,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게 되는 장소에 대한 애착(장소

를 아는 데 시간이 필요함), 세 번째 가시화된 시간으로서의 장소(지나간

36) 류지석, “공간과 시간의 결절-르페브르와 베르그손,” 『철학과 현상학 연구』, 46, 2010, p.46.

37) Yi-Fu Tuan, op.cit.,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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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기념물로서의 장소)이다.38) 세 접근법은 시간이 장소에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장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주장들을 포함하여 장소의 개념을 정

리해보자면,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장소의 개념을

인간이 외부와 맺는 유대이며, 자유와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39) 프레드 루커만(Fred Lukermann)은 장소를 6가지 요소

(위치, 통합, 순환, 지역, 역사, 인간 행위)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

는 자연과 문화의 복합적인 통합체로 보았다.40) 조셉 메이(Joseph A.

May)는 장소를 특별하고(particular) 구체적인(specific) 공간과 그 공간

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41) 렐프는 장소 개념을 명료하게

할 수 없으며, 모든 형식적 지리학 지식의 전제가 되는 세계에 대한 직

접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2) 이석환·황기원

은 “장소의 어의 고찰을 통해 장소가 ‘평평하게 한정된 공간 단위’라는

물리적 국면과 ‘특정한 목적이나 사건의 발생’이라는 활동적 국면 그리고

‘편안함, 신성함, 중심성, 혹은 인공성’이라는 상징적 국면을 함께 지니는

복합 개념”이라고 보았다.43) 백선혜는 “장소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

재하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인지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

간적 실체”라고 정의했다.44) 이상에서 살펴본 장소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38) Yi-Fu Tuan, op.cit., p.287.

39) Martin Heidegger,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58, p.19.

40) Fred Lukermann,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 1964, pp.167-172.

41) Joseph A. May, “Kant’s Concept of Geography,”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ublication No 4, 1970, p.214.

42) Edward Relph, op.cit., p.197.

43)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32(5),

1997,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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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특정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공간으로

삶의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1. 장소 정체성

‘장소 정체성’은 장소와의 깊이 있는 유대감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장소 정체성이 장소를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고,45) 이안 나이른(Ian Nairn)은 장소 정체성은 장

소에 있는 사람 수만큼 많으며 고유한 주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46)

렐프는 『장소와 장소 상실』에서 장소 정체성을 장소간의 차이나 동일

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훨씬 근

본적인 행위라고 정의하며,47) 물리적 환경·활동·의미 세 가지 구성 요소

로 이루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 요소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이다. 렐프는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일련의 변증법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리적 환경과 활

동이 결합될 경우 기능적 영역(functional circle) 속에서 인간에게 적절

한 입지를 부여하고, 물리적 환경과 의미가 결합될 경우 도시 경관에 대

한 직접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경험 속에서 결합되며, 활동과 의미는 사

회적 행위와 공유된 역사 속에서 결합된다고 말한다. 이 변증법은 한 장

소와 모두 관련되며 그 상호작용이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 환경·활동·의미는 장소 정체성의 재료이며 그들의 변증법적

작용은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44) 백선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학술정보(주), 2005, p.40.

45)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p.6.

46) Ian Nairn, The American Landscape (New York: Random House), 1965, p.78.

47) Edward Relph, op.cit.,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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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장소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

1.2. 장소 상실: 무장소성

렐프에 따르면 장소의 정체성이 상실될 때 장소 상실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변

화하는 환경이 사회적 상호 작용과 개인 행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 장소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

째는 태도·유행·신념들이 변화하여 정체성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

게 된 경우이다. 장소 정체성은 물리적 환경·활동·의미의 무한한 소통으

로 이루어지지만, 외적·내적 이유로 인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

이 끊길 경우 명확한 형태로 지속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상실이 발생한다.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훼손되어 장소 상실이 발생한 상

태를 무장소성(placelessness)으로 규정한다. 그는 도시 개발로 인한 장

소의 획일화 및 상품화된 장소가 무장소성을 야기했으며, 무장소성은 장

소의 뿌리를 잘라내고, 상징을 침식하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경험적

질서를 개념적 질서로 바꾸어 버린다고 주장했다.48) 렐프는 약간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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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은 모든 시대에 존재해왔고 인간과 공간 사이에 갖는 일종의 태도에

서 비롯되며, 이러한 태도가 점점 지배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깊이 있는

장소감을 가지거나 장소를 진정하게 창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

다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 장소는 장소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 장

소 상실은 결국 인간과 장소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그

근원은 인간으로 볼 수 있다.

렐프는 무장소성을 매스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 대기업, 중앙집권 정

치체계, 경제체계 등의 매체(media)가 조장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매체들

이 장소들이 서로 비슷해 보이게 할 뿐 아니라 경관을 변화시키는 데 강

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미 있고 다양한 장소를 창조하고 유지하

는 데는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49) 하지만 본 연구

에서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으로서 무장소성을 드러

내어 다양한 장소를 계획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장소 상실은 환경이 변하면서 사회적·개인적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와 태도·유행·신념들이 변화한 경우에 장소 정체성의 요소인

물리적 환경·활동·의미의 상호작용이 끊기면서 발생한다. 장소 상실은 도

시 개발로 인한 효율적, 획일적인 공간 생산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장소

가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무장소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전함·소외감·박탈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근원은 인간이다. 이러한 무

장소성을 매체가 조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다큐멘터리라는 매체가 장소 변화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무장

소성을 조장하는 반대 움직임이며, 장소 상실로 인해 매몰된 삶의 기억

을 꺼내보려는 시도이다.

48) Ibid., pp.290-291.

49) Ibid.,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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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의 매개체로서의 장소

2.1. 장소와 기억

기억이란 개인이 과거에 체험한 것을 현재화하는 정신적 행위 및 과

정을 말한다. 진부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가버린 것으로

확정짓고 편집하여 현재에 출현시키는 것이고, 주체는 과거가 아니라 현

재이다. 과거를 현재에 깔끔하게 재등장시키고 과거에 대한 물질적, 심리

적, 미학적 관리의 자유로움을 준다. 또한 과거의 것, 오래된 것, 익숙한

것을 기억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데, 개인은 기억을 통해 불안함 속에

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한다.

기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가 서로

연관성 없이 임의대로 조작되고 있고 외부의 시간질서에 기대지 않고 각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

문이다.50) 즉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며 이는 시간성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기억과 장소의 관련성에 대한 성찰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20세기

부터였다.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고, 기억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것이 ‘기억의 장소’개념이고 프랑스 역사학

자 피에르 노라의 책 제목으로 등장했다.

노라에 의하면 기억은 지금 현실의 현상이며 살아있는 집단이 짊어지

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기억은 장소에 달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온 기억의 잔재와 흔적이 피난하는 장소에 입각하는 연구를

할 것을 제창한다.51) 장소는 기억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모든 앎의 방식

50)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22.

51) Pierre Nora. and others, op.cit.,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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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감각들을 통해 과거

에 생명을 불어 넣고 현재를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사

회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데에 공헌한다. 이를 ‘장소 기억’이라 하는데,

‘장소 기억’이란 구체적인 장소는 과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장소

를 기억함으로써 상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52) 장소에서 침전되고

퇴적되는 기억은 실제로 그 장소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억이며, 장소에 들어서는 타자의 단편적인 기억이기도 하다.53) ‘장소

기억’은 기억의 형식에서 무시되어 왔지만, 도시 경관을 연구함에 있어

핵심 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억이 재생되고 구성되는 데 장소 기반적인 이유는 장소가 지닌 물

질성과 장소에 조성된 경관이 공적 기억을 각인해 담아두기 때문이다.54)

여기서 물질성은 지질학적 의미의 토양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 자

체로의 물질적 환경을 뜻한다. 또한 미국의 철학자 에드워드 케시

(Edward Casey)는 장소가 경험을 토대로 강력한 내재적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장소-지향적이며 장소-기반적이라고 주장한다.55) 다

시 말해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회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것이 장소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은 그것에 대한 성찰 속에서만 존재하고 기억을 일깨우는

매개체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기억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선택적으로 저장되고, 일부 기억은 재구성되어 매체를 통해 재현된다.

52) 신지은, “장소와 기억, 그리고 기록,”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서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2013, p.42.

53) 민주식, “폐허의 미적경험-이야기 없는 장소의 기억,” 『한국미학회지』, 81, 2015, p.209.

54) 전종한,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6), 2009,

p.780.

55)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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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해 재현된 장소는 다시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 구

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순환의 고리 안에서 한 장소가 어떠한 요구에

의해 기억될 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장소의 ‘정체성’은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56)

56)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 파주: 문학동네, 2010,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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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억과 매체

기억은 매체에 의해 드러난다. 때문에 왜곡되거나 의도적인 축소 혹은

망각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비판과

성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표현되는 기억

의 조건과 구조 파악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57) 인간이 자신의 제한

된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했던 매체는 크게 문자-사진-영상 세 단

계로 진화했다.

문자는 2,500여년 인류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배적인 매체였다. 전달기

능과 저장기능을 갖춰 소리매체의 한계를 극복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체

험했던 일이나 알고 있던 지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기억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기억은 반복을 통해 습득 되

는 것에서 벗어나 ‘재현’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문자가 기억의 저장

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인쇄술

의 발달은 문자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다. 인쇄술은 문자를 더욱 신속하

고 다량으로 전달·보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과거-현재-미래를 연

결해주는 도구로서 작용했고, 시대를 넘나드는 기억의 보존이 가능해지

면서 문자매체는 더 능동적으로 기억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자는 19세기 사진의 발명과 함께 진부한 기억의 매체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사진은 시각적 이

미지의 대중화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랜 시간 문자가 지녔던 기억

의 독점적 위치를 위협했다. 사진은 현실의 모습을 정밀한 이미지로 재

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매체로 떠

올랐고 기억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기억의 매체’로 거듭났다. 초기에

57) 전진성, 앞의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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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담았다면, 이후 사회적 차원에서

기억의 매체로 발전했다.

사진은 순간의 단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연상되는 기억

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사진의 연속기록인 영상 매체

이다. 영상은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매체로서 생동감 있는 시각텍스트

와 음향을 통해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사진보다 보

존성도 좋고, 순간의 기억이 아닌 일정 기간의 기억을 담을 수 있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추상적인

기억을 영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부재한 대상을 영상문법을 통해 특유

의 방식으로 시각화시킨다.58) 또한 영상 매체는 고유한 형식적 원리와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기억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며, 기억의 재현 과정에

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여 한 사회의 문화와 현실을 묘사한다.

58) 권지혁·이문기, “문화적 기억과 영화 매체를 통한 수용,” 『독일언어문학』, 67, 2015,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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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큐멘터리와 장소의 기억

다큐멘터리는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장소 상실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억을 ‘영화적 효과’를 통해 극대화시킨다.

다큐멘터리의 리얼리즘은 타 매체(그림, 글, 논픽션59))와 차이점이 있

다. 먼저 그림, 글과 비교해보면 다큐멘터리는 사진의 연속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림과 글이 갖지 못하는 사실성을 갖는다. 장소에 적용해볼 때,

장소를 묘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다. 어디에 위치하거나 누가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극영화와 비교해보면, 극영화는

장소를 기록한 후 재현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반면, 다큐멘터리는 장소를

기록하고 바로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그림 Ⅲ-1. 다큐멘터리와 논픽션

이는 장소를 있는 그대로 직접 목격하는 것과 같은 리얼리즘을 갖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목격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넘

어 심리와 감정의 문제이고,60) 이를 매개로 하여 기억이란 정신적 행위

59) 여기서 논픽션은 다큐멘터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임

60) 문원립, “왜 다큐멘터리인가-다큐멘터리의 특별함에 관하여,” 『영화연구』, 62, 2014,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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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정의 재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특성과 장소의 기억을 살펴보기 전 다큐멘터리라는 용

어의 탄생과 정의를 살펴보고, 다큐멘터리를 픽션이 아닌 논픽션으로 견

지하는 근거를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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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큐멘터리의 정의

프랑스 언어 역사 사전인 『르 로베르(Le Robert)』에 의하면 다큐멘

터리라는 말은 도큐먼트(document)에서 파생되었는데, 본보기·모델·교

훈·가르침·증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도큐멘툼(documentum)에서 유래되었

다고 한다.61) 그리어슨이 ‘documentaire’에서 착안해 1926년 2월 8일자

‘뉴욕 선(The New York Sun)’지에 기고한 리뷰에서 영화 <모아나

(Moana)>62)가 다큐멘터리(documentary)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

면서 ‘실제성의 창조적 표현’의 의미로 최초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많

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63) 그리어슨의 다큐멘터리 정의는

영화의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영화가 실재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

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속한다고 여기는 단순한 기록 영상을 배제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사용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인해, 그의 용어

이외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61) François Niney, le documentaire et ses faux-semblants, 조화림 외 역, 『다큐멘터리란 무엇

인가』, 서울: 예림기획, 2012, p.15.

62) <모아나(Moana)>는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로 성공을 거둔 로버트 플래허티

의 두 번째 영화로 사모아 섬에 사는 원주민들의 낚시, 요리, 축제 등 현대문명에 노출되지 않

은 일상을 담았다.

63) Jack C. Ellis, and Betsy A. Mclane, A New History of Documentary Film, 허욱 외 역,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역사』, 서울: 비즈앤비즈, 201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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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Moana>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다큐멘터리를 단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어렵

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다큐멘터리의 정의를 종합해 보자면,

웹스터사전(Webster's Dictionary)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실제 모습과

가치를 예술적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묘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인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64)를

만든 로버트 플레허티(Robert Flaherty)는 ‘발견과 폭로의 예술’로 정의

하고 있으며, 그리어슨은 ‘사실적인 것의 창조적 해석’으로 규정했고, 영

국 영화 평론가 폴 로사(Paul Rotha)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삶

을 창조적·사회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5) 또한 1948년 체

코에서 열린 세계 최초 다큐멘터리 연맹회의에서는 다큐멘터리를 ‘경제·

문화·인간관계 속에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

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언급했다.66) 정리하자면, 다큐멘터리는 ‘허구의

64)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는 1920년대 초 북극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티비무이츠족의 모습을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이다.

65) 전평국, 『영상 다큐멘터리론』, 서울: 나남출판, 1994, pp.23-25.

66) Ira Konigsberg, The Complete Film Dictionar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7.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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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아닌 실재하는 사람, 행동, 장소 속에 담겨진 가치를 탐구하여 영

상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이다.

그림 Ⅲ-3. <Nanook of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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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큐멘터리와 픽션

다큐멘터리가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는 관람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여과 없이 흡수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다큐멘터리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고, 현대 다큐멘터리

이론가들은 ‘사실의 재구성을 통한 진실의 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고

전적인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67)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쟁의 중심은 실제(reality)와 가공(artifice) 사이

의 관계에서 나온다.68)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재현하려고 시도하면서 특

정한 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미학적 장치를 개입하는 순간 재현

된 현실은 왜곡되거나 변화하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 논쟁은 100여 년간 계속 되어 왔다.

브라이언 윈스턴(Brian Winston)을 포함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다

큐멘터리의 정의에 있어 픽션 영화와 논픽션 영화(non-fiction movie)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

터리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반영하고 카메라 앞에 펼쳐진 리얼리티를 묘

사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다큐멘터리도 픽션 영

화처럼 현실에 대한 관람자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감독의 특

정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실재를 재현함에 있어서 감독의 개입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픽션 영화와 논픽션 영화의 구

분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커리와 캐롤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픽션 영화와

67) Thomas Sobchack and Vivian C. Sobchack, An Introduction to Film, 주창규 외 역, 『영화

란 무엇인가』, 서울: 기획출판 거름, 2002, p.317.

68) Paul Ward, Documentary: The Margins of Reality, 조혜영 역,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의 가

장자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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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픽션 영화를 구분 짓는다.

커리는 다큐멘터리의 두 가지 조건을 통해 다큐멘터리와 비다큐멘터

리(non documentary)의 경계를 가르고자 한다.69)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흔적(trace)으로서의 재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커리는 흔적과 증언(testimony)의 구분을 위해 사진과 회

화를 예로 든다. 사진은 카메라 앞에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보의

소스가 될 수 있지만, 회화는 화가가 상상하는 것을 그린 것이며 정보의

소스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흔적은 실제 대상만 재현 가능하고

과거의 것만 가능하다면 증언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미래에 대해 재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진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화는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흔적(trace) 증언(testimony)

믿음에서 독립적 생각의 기록

사진, 자국, 나이테, 데스마스크 회화, 드로잉, 연대기, 역사, 저널리즘

실제 대상만 가능하며,

과거의 것에 대한 흔적만 가능
허구도 가능하고, 미래도 가능

표 Ⅲ-1. 흔적(trace)과 증언(testimony) 비교

여기서 다큐멘터리의 조건은 ‘흔적으로서의 재현’이어야만 한다. 다큐멘

터리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오직 첫 번째 재현 기능만 가져야 하며 이

외의 다른 대상이나 사건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커리는 픽

69) Gregory Currie, “Visible Traces: Documentary and the Contents of Photographs,” in
Philosophy of Film and Motion pictures, eds. Noël Carrol and Jinhee Chioi, (Oxford:

Wiley-Blackwel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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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영화 <카사블랑카(Casablanca)>를 예로 든다. <카사블랑카>에서는

배우 험프리 보가트(Humphrey Bogart)가 릭 블레인(Rick Blaine)역을

맡았고,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일사 룬드(Ilsa Lund)

역을 맡았다. 여기서 보가트와 버그만의 흔적은 <카사블랑카>에 있는

영화 이미지면서, 블레인과 일사라는 허구의 인물을 재현한다. 따라서 다

큐멘터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흔적이 되는 것 외에 다

른 대상이나 사건을 재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림 Ⅲ-4. <Casablanca>

두 번째 다큐멘터리의 조건은 내러티브에 의미를 부여하는 영화 이미

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는 다큐멘터리의 구성요소이지만, 다큐멘

터리의 내러티브는 영화 이미지들이 대상의 사진 흔적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현되도록 유도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로저

와 나(Roger and me)>, <로빈 훗의 모험(The Adventures Of Robin

Hood)>를 예로 든다. <로저와 나>에서 미시간(Michigan) 주의 플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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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nt) 시의 이미지는 플린트 시를 재현하는 영화 내러티브에 의미를 부

여한다. 반면, <로빗 훗의 모험>에서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치코

(Chico) 시의 이미지는 영국의 셔우드 숲(Sherwood forest)을 재현하는

성질을 영화 내러티브로 획득한 것이다. <로저와 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대상의 사진 흔적이지만 <로빈 훗의 모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내러티브 컨텐츠라는 것이다.

그림 Ⅲ-5. <Roser and me>와 <The adventure of Robin Hood> 

즉 다큐멘터리는 내러티브를 주장하고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요소들(사

람, 사물, 사건)의 시각 흔적(trace)들로 구성된 영화이다. 여기서 커리는

픽션 영화를 다큐멘터리에서 제외하는데, 관객에게 묘사된 세계를 상상

하도록 픽션 영화와는 달리 다큐멘터리는 묘사된 세계를 사실적인 것으

로 가정하기를 관객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커리는 다큐멘터리의 내러

티브가 카메라 앞의 대상이나 사건의 이미지를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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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역량에 달려있고 이는 카메라 앞의 대상이나 사건의 흔적인 반

면, 픽션 영화에서의 내러티브와 사진 이미지와의 관계는 다르다고 말한

다. 사진 이미지가 카메라 앞의 대상이나 사건의 시각 흔적이면서 추가

적인 기능, 예를 들면 허구적인 인물을 재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커리의 주장을 종합하면, 다큐멘터리에서 ‘의미’는 ‘이미지’에서 ‘내러티

브’로 전달되고 픽션에선 반대로 ‘내러티브’에서 ‘이미지’로 전달되지만

다큐멘터리는 수사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진 매체의 특별함을 통해 구분된다고 말한다.

캐롤은 커리의 주장을 확장한다. 그리어슨이 주장한 다큐멘터리가 좁

은 외연을 지녔으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다큐멘터리 대신 논픽션

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논픽션은 지나치게 넓은 개념라고 주장한다. 구

조주의 영화를 주도한 피터 쿠벨카(peter kubelka)의 <아르눌프 라이너

(Arnulf Rainer)>70)의 경우 상상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픽션

으로 분류되지만 다큐멘터리로 구분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영화가 논픽션 영화이지만 지시적이지 않으므로 실재를 객관적으로 지시

하는지, 주관적으로 지시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정적 단언의 영화(the film of presumptive

assertion)’라는 용어가 현재 다큐멘터리로서 분류되는 영화의 범위와 특

징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71) ‘가정적 단언의 영화’는 단

언 게임(assertion game)을 하는 영화만을 포함한다. 여기서 단언 게임

70) 이 영화는 6분짜리 단편영화로, 필름의 가장 근원적인 흑백 이미지들이 기계적인 사운드와 함

께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영화이다.

71) Noël Carrol, “Fiction, Non-Fiction, and the Film of Presumptive Assertion: A Conceptual

Analysis,” in Philosophy of Film and Motion pictures, eds. Noël Carrol and Jinhee Chioi,

(Oxford: Wiley-Blackwel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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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감독이 영화를 통해 특정 명제를 진술하는지, 그 명제가 참이라고

확신하는지, 관객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독의 의도를 관객이 알아챈 상태로 영화 내용

을 단언적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관객에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대를 가지

고 영화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논픽션 영화의 감독은 영화

의 내용을 관객이 ‘믿도록’ 의도하지만 픽션 영화의 감독은 영화 내용을

관객이 ‘상상하도록’ 의도한다고 한다.

그림 Ⅲ-6. <Arnulf Rainer>

캐롤은 가정적 단언의 영화를 제시하기 위해 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했

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 구별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

주하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 캐롤은 반박을 통해 픽션과 논픽

션 구별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피사체가 지각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모든 영화는 픽션이며 같은 공간에서 실물로서 보이는 연극은 픽션이 아

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캐롤은 이것은 재현과 비재현의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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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과 논픽션의 문제가 아니며, 어떤 재현이 논픽션이 되려면 재현과

재현 대상이 같아야만 하는데 이는 재현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또한, 영화의 경우 스크린이 연극의 경우 여배우인 ‘재현적

매개체’라는 개념을 간과했고 영화와 연극 둘 다 재현적 매개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픽션이고 연극은 논픽션이라는 차이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한다. 두 번째, 영화에서 드러나는 구조적·형식적 특징

을 보는 것으로는 영화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이에 대해 캐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영

화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구분하지 않으며 구분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

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기 전에 관객들은 그 영화가 픽션인

지 논픽션인지 이미 알고 있고,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겹치는 영화의 형

식은 존재하지만 그 형식의 겹침이 픽션과 논픽션을 구분 할 수 없기 때

문이라고 한다. 형식적 고려 외에도 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해주는 차이점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반박과 함께 캐롤은 감독의 의도(authorial intentions)에 기반

을 두어 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한다. 감독은 관객이 영화의 내용을 단언

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단언적 의도를 가져야 하며, 영화의 내

용의 참 또는 타당성을 확신해야 하고 그 증거와 근거에 책임이 있어야

관객들이 내용을 단언된 사고(asserted thought)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정적 단언의 영화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한다.

s: 감독, x: 가정적 단언의 영화, a: 관객, p: 영화 내용

① x가 s에 의해 p를 의미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a가 인지함

② s가 a로 하여금 p를 단언된 사고로서 받아들이도록 의도한다는 것

을 a가 인지함

③ a가 p를 단언된 사고로서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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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가 s의 의도를 인지했기 때문에 a가 p를 단언된 사고로 받아들이

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a에게 x를 제시할 때 x는 가정적 단언

의 영화가 된다.

캐롤은 가정적 단언의 영화가 객관성에 대해 확신한다고 주장한다. 감

독이 영화의 내용을 참이라고 믿으며 내용에 속한 정보에 적합한 증거와

근거에 따라 내용의 정직성을 확신한다고 가정한다면, 영화가 전달하는

정보의 증거와 근거에 의존한다는 것이 영화가 객관성에 대해 확신한다

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가정적 단언의 영화가 객

관적이진 않은데, 감독이 내용을 참이라고 믿지 않았다거나 내용에 대한

증거와 근거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가정적 단언의 영화로서 그 영화를 비

판할 수 있다고 한다. 캐롤은 가정적 단언의 영화가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않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가정적 단언의 영화도 선별적

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반박에는 영화 뿐 아

니라 모든 종류의 기획(사회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 등)에 본질적인 특

징이 선별성이라고 말하며 타 영역에서 선별성이 객관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적 단언의 영화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탐구와 담론에서 객관성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적 단언의 영화’

에서도 객관성의 성취가 불가능 하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모든 담론과 근

거들이 객관적일 수 없다면 그들의 주장 자체도 객관적일 수 없다고 반

박한다.

커리와 캐롤의 주장은 다큐멘터리가 픽션 영화와 구분되는 방식에 대

한 차이는 있다. 커리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기계적인 본성을 강조한 반

면 캐롤은 가정적 단언의 영화라는 새로운 용어 도입을 제시한다. 하지

만 픽션 영화와 논픽션 영화 사이의 구분이 여전히 합법적이라는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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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

다큐멘터리가 픽션과 다른 점은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 꾸며진 허구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 실재

하는 사람, 행동, 장소, 사건을 소재로 그 속에 담겨진 가치를 탐구하여

형성되는 영상언어이다.72) 또한, 픽션이 카메라를 위해 사건을 발생시키

는 것이라면, 사실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카메라와 상관없이 발생한 사건

의 기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카메라가 부재했어도 사건은 일어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논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도 다큐멘터리를 ‘픽션’

이 아닌 ‘논픽션’으로서 견지할 것이다.

72) 전평국, 앞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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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큐멘터리의 매체 특성

다큐멘터리는 ‘현재’를 이미지로 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

로 사실에 바탕을 둔 기록을 통해 일상 세계를 재현한다. 1893년 에디슨

연구소의 직원이었던 프레드 오트(Fred Ott)가 재채기하는 모습을 촬영

하였고, 1896년에는 두 명의 종업원이 축음기를 보고 춤추는 모습을 음

악과 함께 투사하려던 시도가 있다.73) 현재 다큐멘터리와 내용 및 접근

방법에서 더욱 유사한 유형은 1895년 뤼미에르 형제의 최초의 영화이자

다큐멘터리였던 <리옹의 뤼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Sortie des

Usines Lumière à Lyon)>과 <시오라 역에 도착하는 기차(L'Arrivé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에서 나타난다.

그림 Ⅲ-7. <Sortie des Usines Lumière à Lyon>

73) Jack C. Ellis, and Betsy A. Mclane, op.cit.,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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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이 암묵적으로 인정

하는 현실의 영역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상을

반영하는 삶의 거울과 같은 존재로 거듭났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공인된 비현실의 영역이자 현실에서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

게 하는 또 다른 세계이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다양한

현실을 밀집시키는 동시에 폭넓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왔

다. 러시아 출신의 기호학자 유리 로트만(Juri Lotman)은 “영화는 삶 자

체에서 생겨나 예술 활동으로 창조되는 ‘이차적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예술 형태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는 예술”이라고 말한다.74) 즉 다큐

멘터리는 ‘현재성’이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모습

을 발현해내는 능동적 메커니즘 역할을 하고 있다.75) 또한, 일정 정도의

미학적 체험의 전달이며,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끼쳐 행

동을 변화시킨다.76)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소를 응시해야 하는 이유는 타 매체와 구별되는

세 가지 매체 특성 때문이다.

첫 번째 특성은 다큐멘터리의 리얼리즘이다. 다큐멘터리 리얼리즘은

진짜를 목격하는 것 혹은 있었던 그대로 보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이론가 빌 니콜스(Bill Nichols)는 다큐멘터리의 힘은 증거와

감정을 결합하는 것에 있고, 진짜라는 믿음이 감정을 강화시킨다고 말했

다.77) 그는 픽션(fiction)의 리얼리즘은 세계를 실재처럼 그럴듯하게 보이

74) Juri Lotman, Dialog s ekranom, 이현숙 역, 『스크린과의 대화』,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5, p.25.

75) 김계환, “기억으로서의 영상매체와 기억산업의 문화콘텐츠-중국 6세대 영화의 대항기억을 중

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2), 2009, pp.163-172.

76) Jack C. Ellis, and Betsy A. Mclane, op.cit., p.15.

77) Bill Nichols,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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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드는 것인데 반해, 다큐멘터리 리얼리즘은 역사적 세계에 대한

설득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78) 다큐멘터

리에 나타난 장소는 촬영과 관계없이 발생한 세계이며, 묘사되고 연출된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 자체를 진짜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성은 정보 전달력이다. 움직이는 사진의 기록인 다큐멘터리

는 그림이나 글, 또는 배우가 재현하는 픽션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

관적이다. 사진 기록은 그림이나 글, 혹은 배우와 세트에 의한 재현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성을 다

큐멘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는 주제,

소재, 촬영, 조명, 편집, 음악, 해설, 인터뷰 등 모든 구성요소들이 취사선

택의 과정을 거쳐 조립되고 이것은 실제 장소에 대한 하나의 왜곡이며

재구성이다. 대신 연출자는 다큐멘터리 내용을 픽션으로 왜곡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현장 연출 없이 그냥 찍은 숏’에

있고, 이는 픽션을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79) 물론 편집이나 후반

작업의 과정을 통해 연출자가 영향을 끼치지만 한계가 있다. 왜곡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장소 자체가 작품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과 상응한다. 즉

다큐멘터리가 제공하는 장소의 정보는 수용자에게 스크린 밖의 현실 세

계를 제시하는 정보로 작용하게 된다. 장소에 적용해 보면, 장소를 완벽

하게 재현하고 그것이 주는 생생함과 사실성은 ‘현실’을 재현하기에 적합

하다. ‘현실’은 과거·현재·미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

는 과거·현재·미래가 곧 우리 주변 장소의 현실인 것이다.

세 번째는 다큐멘터리의 영화적 효과이다. 다큐멘터리는 영화의 한 종

류로 주체를 촬영한 사진의 연속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영화가 본질적

78) Bill Nichols, Representing Reality: Issues and Concepts in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p.189.

79) 문원립, 앞의 글,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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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동의 매체’인 것은, 영화가 인간학적·현상학적으로 보다 근원적

인 공간성의 층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들 층위의

구체적인 양상과 변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관객은 주체를 따

라 시선을 움직이고 카메라와 자신의 움직임을 동일시한다.80) 물리적으

로 고정된 자리에서 주체를 감상하지만 미적 경험의 주체로서는 그렇지

않다. 관객의 시각은 x좌표와 y좌표가 달라지는 카메라와 끊임없이 일치

되고 청각은 주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포착하기 때문에 미적인 의미에서

는 무한으로 수렴하는 경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끝없이 변화

하는 장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연출할 수 있고, 인간이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경험과 장소가 가진 정체성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

풍성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큐멘터리는 장소를 다른 어느 매

체보다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며, ‘장소의 역동화’와 ‘시간의

장소화’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특수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81)

80) 하선규, “현대 영상매체와 공간적 경험에 관한 매체미학적 연구: 사진, 영화, 텔레비전의 매체

효과와 이미지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미학회지』 71, 2012, p.195.

81) 이윤영, 『사유 속의 영화-영화 이론 선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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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큐멘터리와 장소의 기억

다큐멘터리는 감독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장소를 다루지 않고,

실재하는 장소에 담겨진 가치를 영상언어로 기록한다. 즉 카메라의 유무

와 상관없이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를 영상을 통해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 안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간접적으로 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가진 리얼리즘이 바탕이 되는

데 여기서 리얼리즘은 장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목격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얼리즘은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별함과 다른 장소를 재현하여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논픽션 영화의 성격이 합쳐져 다른 매체

로 장소를 바라볼 때와 다른 사실성을 준다. 따라서 다큐멘터리에서 얻

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물론 촬영이나

편집 등의 영화적 기법을 통해 감독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장소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다. 오히려 영화적 기법을 통한 감독의 개입은 장소와 장

소 안에 있는 기억을 극대화시킨다. 과거와 현재, 즉 다양한 시공간의 층

위를 넘나들면서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

습을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의 정의와 논픽션으로서의 구분, 세 가지 매체 특성

은 시공간이 변화하는 장소의 있는 그대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

다. 또한 장소의 기억은 지나가버린 것을 편집하여 현재에 출현시켜 장

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기억을 다큐멘터리를 통

해 보아야 할 근거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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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장소 상실과 기억의 재생산

다큐멘터리 해석은 기본 정보 파악, 관련 자료 고찰, 영화적 요소를

통한 해석, 장소 정체성의 요소로 재해석, 장소 계획과정에 반영해야할

점 도출,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섯 단계 중 ‘영화적 요소를 통한

해석’ 단계는 감독이 영화적 기법과 구조를 통해 자신의 철학, 이데올로

기, 미학 등을 드러내는 단계로 영화적 기법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하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해석은 ①플롯, ②촬영, ③편집, ④음

향, ⑤감독의 개입, 총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플롯은 사건을 특정한 구조로 체계화하는 배열 또는 구성을 말한다.

즉 사건을 감독의 의도에 따라 재배치한 구조이다. 때문에 현실에서 일

어난 일을 바탕으로 플롯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촬영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기록하는

거리, 각도, 태도 등이다. 이는 다큐멘터리와 관객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관객의 반응과 해석을 결정한다. ③편집은 시공간을 조작하는 영화적 능

력이다. 시간상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 있고 사건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으며 특정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다. ④음향은 작품을 풍부하게

하며, 사람의 목소리·음향효과·음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각 이미

지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완해주며 현실에 대한 표현을 확장시킨다. ⑤다

큐멘터리에서 감독은 사건과 상호작용 한다. 사건 바깥에서 철저히 관찰

자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감독은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다큐멘터리의 주제 의식과 연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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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춤추는 숲> - 성미산 마을 공동체

(강석필, 2012 | Documentary | Color | DCP | 95min)

<춤추는 숲>은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생

활밀착형 다큐멘터리이다. ‘성미산 마을’은 지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눈

에 보이지 않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해발 66m의 성미산82) 주변의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육아,

마을기업, 대안학교, 문화생산,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을 하며 공동체를 지

향하는 마을로 서울의 제1호 마을공동체다.

주민들은 1994년 공동 육아를 위한 마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학교,

식당, 라디오방송국, 카페, 병원, 극장 등을 설립하고 합창단도 만들어 함

께하는 삶을 나누고 있다. 공동육아, 대안학교, 마을기업으로 점차 확장

하면서 공간만 공유하는 전통적인 마을의 개념 대신 가치관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마을을 만들었다. 성

미산 마을은 성공한 도시공동체로 평가 받으며 연간 4천 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방문한다.

성미산은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결합을 공고히 하고 소통의 장을

넓혀가는 동시에 새로운 마을 커뮤니티가 기존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대

체해갈 수 있는지 지속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 활동했던 사람

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

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82) 성미산 마을 형성 당시 환경부가 지정한 친환경 생물 서식 공간 1등급지로 천연기념물인 소쩍

새와 붉은배새매를 비롯한 수십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 숲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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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성미산 마을 지도

<춤추는 숲>은 마을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부부가 감독과 프로듀서

를 맡았는데, 성미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계 맺기와 소통방식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2005년부터 구상하여 총 3부작으로 기획됐고 <춤

추는 숲>은 2부에 해당한다.83)

작품은 2010년 성미산의 토지를 소유한 홍익 재단이 산을 깎아 학교

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발생하는 갈등을 카메

라로 담는다. 주민들의 삶터이자 놀이터이며 배움터인 성미산이라는 장

소가 상실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소를 지켜

내려 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긴 시간동안 성미산에서 쌓아온 기억은 개발

의 압력 속에서 굴복 당할 위험에 놓이고, 주민들은 장소 상실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83) <춤추는 숲>의 후속 작은 <소년, 달리다(2015)>라는 작품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

에서 자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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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춤추는 숲> 스틸 컷(Still Cut) 1

<춤추는 숲>의 플롯은 다큐멘터리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성미산을 둘러싼 긴장 및 갈등’과 ‘성미산을 지키기 위

한 행동’이다.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주민 후보를 내어 선거에 출

마하는 이야기와 100인 합창단 결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주로 마을

주민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성미산의 기억을

시작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고발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성미

산 마을의 일상과 갈등에 대한 기억을 재배합하고 조립하여 장소 상실

이전과 이후를 극대화시키고 장소에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림 Ⅳ-3. <춤추는 숲> 스틸 컷(Still Cut) 2

<춤추는 숲> 촬영방식 중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프닝과 엔딩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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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오프닝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전해줌과 동시에 마을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작품이 지닌 다양한 결에 집중하기 위한 장면으로, 세그웨이(segway)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핸디캠으로 촬영했다. 정서적인 정보 전달 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관계와 장소 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엔딩 장면은 ‘성미산 마을의 외형’을 효과

적으로 보여준다. 헬기를 이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지켜

내려 했던 장소를 한눈에 보여준다. 성미산은 조그만 산에 불과하지만

빌딩과 대조되면서 장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그림 Ⅳ-4. <춤추는 숲> 스틸 컷(Still Cut) 3

편집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중간 중간 마을

의 풍경을 보여주는 인서트를 삽입하면서 마을 안에서 적절한 입지가 부

여된 주민들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또한 셀프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삽입

했는데,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주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일상적이지 않은 성미산 개발

장면을 교차편집 하여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중반

부에 극대화되는데, 주민들이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 초청한 가수의 공연

이후에 성미산 벌목 과정에서 주민이 다치는 장면을 연결시킨다.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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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흥겨운 음악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장소를 지키려는 사람과 없애려

는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는 장소 상실을 막기 위한 적극적

인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소 상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

여준다. 감독은 편집 시에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배치했다고 하는데, 성미

산이라는 장소에서의 주민들과 장소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편집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5. <춤추는 숲> 스틸 컷(Still Cut) 4

<춤추는 숲>은 음향 중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을 주로 사용한다. 내레

이션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되 최소한의 개입만 시도한다. 이미 장소 상실

을 경험한 감독은 장소에 대한 배경, 사건 진행 상황이나 행정적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 설명만 말하며 관객을 현재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배

경음악은 주민들이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자, 관객들이 성미산 이

야기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롯인 100인 합창단 이야기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다큐멘터리의 끝을 장식한다. 100인의 합창단이 성미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마을의 일상과 성

미산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의 배경음악처럼 활용

한다. 배경음악은 장소 상실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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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춤추는 숲>에서 감독은 다큐멘터리 촬영자이면서 동시

에 마을 주민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두거나, 현장에서 주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영상을 담아 생생함을 전달한다. 일반적으

로 다큐멘터리 감독은 경계 바깥에서 장소를 바라보기 때문에 장소 안의

사람들과 이질감이나 마찰이 생겨 장소의 겉모습만 담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장소에 녹아있는 기억보다는 장소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담는데 그친다. 하지만 <춤추는 숲>에서 감독은 촬영자이자 마

을 주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의 이야기로 관객들을 끌어 들인다.

같은 장소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주민들이 카메라에 갖는 거부감

을 없애고, 카메라는 장소 안으로 스며들어 민감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포착한다.

그림 Ⅳ-6. <춤추는 숲> 스틸 컷(Still Cut) 5

<춤추는 숲>은 렐프가 말한 ‘물리적 환경’과 ‘의미’의 상호작용이 어긋

나면서 발생하는 장소 상실을 포착한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 과정이 인

위적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 깨지지만 주민들

의 ‘활동’으로 인해 완전한 장소 상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품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상실을 막으려는 주민

들의 ‘활동’ 모습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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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한 입지가 부여된 주민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기존에 장소가 가지

고 있던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장소에 대해 직접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시간에 따라 장소의 ‘물리적 환경’은 변한다. 하지만 그 ‘물리적 환경’

의 변화가 공공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

을 거쳤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춤추는 숲>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드러내면서 장소 상실을 최소화한다. 즉 무리한 ‘물리적 환경’의 변

화는 찾아올 수 있지만, 능동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면 장소 상실을 최소

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Ⅳ-7. 성미산 마을 공동체 구성

다큐멘터리는 성미산 개발과 관련된 어떤 사실이나 찬성과 반대의 쟁

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미산을 둘러싼 상황을 주민들이 어떻게 바

라보고 대응하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감정과 가치를 위기상황에서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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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어떻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처하는가를 바라본다. 이전 다큐

멘터리는 개발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허의 장소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경향이 강했지만, <춤추는 숲>은 그 과정에서 장소를 지키려는 모

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기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성미산의 일부가 학교로 개발되는 행정적 절차 안에서 주민들

과 교육재단, 시, 구, 교육청과 충분한 합의 과정의 부재를 말하고 있다.

즉 관련기관과의 의견일치를 통해 제 3의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부족

했다는 것이다. <춤추는 숲>은 장소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오히

려 대화의 길이 막혀있던 장소 계획 과정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내부

적으로는 주민들과의 결합을 단단히 하고 소통을 넓혀가는 확장의 행위

이다.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장소 계획이 진행되는지, 장소 계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진정한 마을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춤추는 숲>

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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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 홍제천, 세검정 복원 사업

(안건형, 2014 | Documentary | Color | HD | 63min 20sec)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홍제천’, ‘세검정’, ‘백석동천’

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이다. 세 장소는 서울 서북쪽에 위치하고 잘못된

복원으로 인해 장소 상실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큐멘터리는 세

장소 중 도시 구조 변화 따라 장소 정체성 변화의 폭이 큰 홍제천과 세

검정을 대상으로 전개된다.84)

홍제천은 서울의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걸쳐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이다. 홍제천이라는 이름은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홍제원’이 있는

데서 유래됐고, 하천 본류에 모래가 쌓여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 흘렀기

때문에 ‘모래 내’ 또는 사천이라고 불렸다.85) 1920년대 일제의 직강화 정

책으로 굽어있던 홍제천을 깎아내 성미산 능선이 잘렸고 산을 가로질러

흐르게 되었으며 양쪽 기슭에는 제방이 쌓였다. 주변은 광복 후 성산지

구 택지조성으로 들어감에 따라 현재의 지형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홍제천 위로 내부 순환로가 건설되었고, 기둥을 박

느라 하상은 깨졌고 하천은 바닥을 보이게 되며 하천의 기능을 잃었다.

홍제천은 흔적만 남은 건천이 되었고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오염됐다.

2000년대 초반 총 408억 원을 들여 ‘자연형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으로

5.2km 구간을 복원 하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84) 2014년 인디다큐페스티발 인터뷰에 따르면 감독은 세검정을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백석

동천은 실제에 비해 다큐멘터리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8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411&cid=40942&categoryId=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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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1966년 홍제천(좌)과 현재 홍제천(우) 모습

세검정은 1747년에 지어졌다고 『창암집』에 나와 있지만 확실치 않

다.86) 식민지 시대에 세검정에서는 여러 모임이 열렸고 그중에는 독립운

동 모의도 있었다고 한다. 1929년 세검정 앞 물길에는 수영장이 설치되

었고, 1933년 수영장의 주변 풍경을 해친다는 것과 물을 빼면 한동안 길

이 끊긴다는 이유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1941년 세검정은 근처 종이공

장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1977년 옛 모습대로 복원되었다고 알려져 있지

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87) 1972년 뚫린 간선도로에는 세검로라는 이름

이 붙고 1977년 정선이 그린 「세검정도」를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되지

만 세검로로 인해 원위치에서 벗어난 곳에 세워진다. 세검정은 불에 타

없어지기 전에 찍혀진 사진이나 「세검정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丁

자 모양의 정자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육각정자로 복원이 진행됐고, 복

원된 위치와 계단의 배치나 기둥의 개수 등이 원형과 다르게 복원됐다는

주장도 있다. 건물의 기능도 달라졌는데 본래 세검정은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며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명승지로 유명했지만, 현

86) http://ecc.saii.or.kr/?p=533

87) 다른 의견으로는 1943년 12월 세검정 주변 풍경이 황폐해졌다는 명목으로 이전이 계획되고

1944년 세검정을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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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출입할 수 없다.

그림 Ⅳ-9. 정선의 <세검정>에 나타난 세검정(좌)과 현재 세검정(우) 모습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안건형 감독과 도시학자 최

종현의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복원과 보존, 기록

과 인용, 이미지와 텍스트, 역사연구와 역사서술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다큐멘터리로 다루었다.88)

작품은 2013년 11월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미술가나 건축가, 소설가,

학자, 사진 아카이비스트, 실험영화 감독,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대상으

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장소의 잘못된 복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라진 기록을 수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고 촬영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진행했다.89) 도시 장소의 잘못된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장소 상실을 논문 형식의 구성방식과 풍부하고 전문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보여주며 잊고 있던 장소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88) 안건형·권은혜,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

2015, p.123.

89) 위의 논문,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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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스틸 컷(Still Cut) 1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의 플롯은 문자가 지배한다. 전

개는 그림, 사진, 영상, 문자가 교차되어 나타나지만 주로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다큐멘터리와는 다르게 그림, 사진, 영상이 문자를 위

한 보조 역할을 하며 문자의 능력을 극대화한다. 즉 문자도 하나의 이미

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미지화된 문자가 중심이므로 더 담담하고 이성

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다큐멘터리를 이끈다.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에 효과적인 구조를 취하면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며, 장소 변화에 따른 장소 정체성 표현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장소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 과거의 장소는

주로 그림과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 현재의 장소는 영상을 통해 반복한

다. 과거의 장소 정체성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 유추하게 하여 사라진 장

소, 보이지 않는 장소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반면 현재의 영상은 오랜 역

사를 지닌 장소의 존재성만을 알리는 역할을 위해 일상적 풍경만 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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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스틸 컷(Still Cut) 2

다큐멘터리에서 현재 영상을 다루는 촬영기법은 단순하다. 카메라는

한 곳에 고정되어 딥 포커스(deep-focus)90)로 촬영되어 정적이면서 진전

없는 장소 상실 풍경을 담고 있다. 딥 포커스를 이용한 촬영은 보다 현

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관객들은 화면에서 렌즈를 쫓아가는

기존의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화면 속의 많은 개체들 중에서 임의대로

고르는 능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는 서사적 맥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멈추고 장소 자체에 집중하게 하며, 이때 장소 자체가 갖

고 있는 내적 서사가 드러난다.

그림 Ⅳ-12.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스틸 컷(Still Cut) 3

90) 광각렌즈를 이용하여 초점을 화면구도의 중앙에 맞추어 전경과 후경 모두를 선명하게 찍는 촬

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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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는 문자를 중심으로 영상, 그림, 사진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다. 쇼트와 쇼트의 연결을 통해 제 3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A+B=C)을

몽타주(montage)91)라 부른다면,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에서 몽타주는 일반적인 영화의 몽타주와는 다르게 A+B는 단지 A+B일

뿐 다른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어떤 내용의 텍스트와 이미지

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부분이 부각되고 전체적인 의미가 달

라진다. 마치 논문 한편을 보는 것 같은 편집은 장소의 본질을 강조하고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림 Ⅳ-13.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스틸 컷(Still Cut) 4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시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하기위해 음향을 제거한다. 소리가 가득한 도시의 장소에서 완벽히 음향

을 차단하여 장소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연출했다. 장소의 외적·내적

요소에 시선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장소가 가진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유

도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감독은 다큐멘터리 안의 장소가 아무 소리

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장소 안에는 자동차와 사람을 비

롯한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홍제천과 세검정

91) 모든 쇼트와 장면들 그리고 시퀀스들을 최종적인 영화로 편집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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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 상실은 음향을 배제하면서 표현했다.

<춤추는 숲>에서 감독이 내부에서 장소 정체성의 의미를 전달했다면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에서 감독은 철저히 바깥에 존재

한다.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역사적 자료를 배열하며,

장소의 복원과 정체성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장소 내부로 파고드는 대신

역사기록의 왜곡과 비틀림을 또 다른 역사기록을 통해 고찰하고 증명해

냄으로써 장소 정체성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가간다.

그림 Ⅳ-14.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스틸 컷(Still Cut) 5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대입해보면, 홍제천과 세검정

은 탄생 이후로 ‘재난, 도로 건설, 복원 사업’ 순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

화를 맞는다. 홍제천은 홍수로 인한 직강화 정책, 내부 순환로 건설, 생

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세검정은 화재, 간선도로 건설, 정자 복원 사업

으로 외양이 변해왔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람의 ‘활동’ 행태가

변했고, 다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낳았다. ‘물리적 환경’과 ‘활동’이 변

하면서 장소의 ‘의미’ 또한 변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 번도 존

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가 출현하지만, 이는 장소 정체성의 모습과

거리가 먼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에 가깝다.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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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지 못하지만 사라질 수도 없게 된 장소와 그 속에 녹아있는 장소

에 대한 기억을 효과적인 영화적 요소를 통해 내세운다.

그림 Ⅳ-15. 홍제천 복원사업 계획안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과거에는 없었다

는 것을 비판한다.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홍제천과 세검정처럼 장소 복

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소 중 몇몇은 과거와 관련이 없는 형태와 의미

로 복원되기도 한다.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충분한 역사적 고찰 없

이 우리가 역사라고 ‘간주’하는 관념들을 복원하여, 현재 역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어떤 장소들은 가상의 역사를 가진 체 현재까지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복원을 통해 장소 정체성을 상실한 장

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기억하려하지 않는다. 그곳은 과거의

장소가 아닐 뿐 더러 장소의 복원품도 아니며, 단지 그곳이 복원되었다

는 것만을 보여줄 뿐 다른 기능은 없다. 장소의 외형만을 복원해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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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억을 재구성해낼 수 없다. 장소가 지닌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

서는 그곳만의 특별한 장소 정체성을 생산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도시의

물리적 증거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복원으로 인해 과거의 모습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다큐멘터리는 도시 장소 복원 사업에서 문헌, 회화, 지

도 등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기록들과 역사 사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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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전> - 캠프 하야리아와 부산시민공원

(오민욱, 2015 | Documentary | Color | HD | 84min 11sec)

<범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의 변화과정 속에서의 장

소와 기억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범전동 일대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

경마협회 소유로 경마장으로 쓰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조선군

의 군사시설로 사용되다가고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정에서 543,360㎡ 규

모의 부산기지사령부(캠프 하야리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 캠프 하야리아가 생기면서 범전동은 미군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

었다. 동네에는 대규모 집장촌이 조성되고 인근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

로 거듭났다. 직·간접적으로 하야리아 부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많았는데, 부대에 직접 취직을 한 사람들과 부대 주변에서 미군을 위

한 양복점, 세탁소, 미장원, 선물 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

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캠프 하야리아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

들이 모여 기지촌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이 행하는 활동이 다양해진 것이

다. 하지만 1992년 동네와 이웃한 진양화학이 부도가 나면서 많은 사람

이 동네를 떠나게 되고 캠프 하야리아는 2006년 8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캠프 하야리아는 1995년부터 부산 지역 시민 단체를 중심으

로 기지 반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2년 주한 미군과의 협상을 통하여

일부 시설물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했으며, 반환

협상 이후 2006년 8월 10일에 부대를 폐쇄했다.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

적인 조경 설계가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의 설계안이 당선됐다. 설

계안은 얼루비움(alluvium, 충적지)이라는 주제로 부전천과 전포천을 복

개하고 굽어있는 5개의 숲길을 삽입한 후 숲, 잔디광장, 꽃밭, 백사장, 연

못 등 자연 요소를 배치했다. 2010년 1월 27일 반환 협상이 타결되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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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왔고 설계안을 토대로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총사업비 6,6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에 공원을 완공하

였다. 캠프 하야리아가 사라진 이후, 범전동 일대는 빠르게 변했고 현재

는 부산시민공원과 주상복합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Ⅳ-16. 캠프 하야리아(좌)와 부산시민공원(우) 모습

<범전>은 캠프 하야리아 해체 이후 범전동 돌출마을과 300번지 일대

의 소멸 과정의 끝자락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2013년 5월 첫 촬영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최종편집을 완료하며 약 2년간 장소를 들여다보았

다.92) 범전동 돌출마을은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범전동 300번지 일대도 도시 미관상의 이유와 개발로 인해 주상복합건물

이 들어서게 됐다. <범전>은 장소의 역사 중 특수한 풍경과 문화를 만

들었던 미군기지 이후 시대에 주목하면서, 캠프 하야리아가 과거형이 아

닌 현재형이었던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을 소환한다. 그러면서 조

용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순간을 카메라로 기록했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카메라로 재구성하고 기록하여 장소가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재생시킨다. 즉 <범전>은 도시 장소에 관한 기록으로 소멸중인 장소와

소멸한 이후의 장소를 다큐멘터리로써 재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92) 오민욱·이도훈, “범전,” 『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 2016,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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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범전> 스틸 컷(Still Cut) 1

<범전>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돌출마을(1장)’이 사라진 후, ‘붉

은 골목(2장)’이 사라지며, 그 모습들을 ‘굉음(3장)’에 담았다. 기본적으로

장소가 사라지는 순서로 구성했지만, 100년이라는 장소의 시간을 선형적

으로 정리하고 물리적으로 압축하지 않고 장소와 얽힌 시간을 왔다 갔다

하거나 중첩하여 장소의 기억을 재생산한다. 즉 현실에서 채집한 이미지

를 동시적이면서 복합적인 형태로 제시한다.

세 개의 장을 관통하는 요소는 색채이다. 색채는 사람들이 장소에 존

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캠프 하야리아 남쪽의 홍등

가가 주는 자극적이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위해 붉은색 톤을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범전동의 일상에는 붉은색의 성분이 산재해 있고 이를 강

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소를 상징하는 색이 붉은색이고, 색깔을 통해서

도 장소에 대한 기억이 발생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안에는 등장하는 붉

은색 성분들은 작더라도 매우 역동적이고 도드라져서 사라져 가는 장소

에 존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색채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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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범전> 스틸 컷(Still Cut) 2

<범전>에서는 장소와 인물을 카메라로 담을 때 두 가지 특성이 드러

난다. 첫 번째는 모든 요소를 풍경처럼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물을

담을 때 두드러진다. 인위적으로 장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터뷰

대신, 일상적인 인물의 모습을 담는다. 즉 장소 상실을 직접 경험한 인물

의 존재성을 이권 없이 드러내고, 인물의 모습도 개발의 풍경 속에 녹아

들어 실제 삶 속에 녹아있는 기억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림 Ⅳ-19. <범전> 스틸 컷(Still Cut) 3

두 번째는 프레임 안에서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철조망’과 ‘나무’, ‘빨래’와 ‘공사현장’, ‘철거된 집’과 ‘남아있는 집’이 대표

적인 예이다.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한 화면에 담으면서 장소의 생(生)

과 사(死)를 동시에 나타내고 이를 통해 장소 정체성의 변화와 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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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다. 대비되는 요소는 삶의 기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사라진

것과 기억해야할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그림 Ⅳ-20. <범전> 스틸 컷(Still Cut) 4

<범전>은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장소는 그대로

이지만 시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한다. 하야리아 캠프가 있던 시절을 보여

준 후 현재 범전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예전 화면을 보여주는 등 시

간은 교란되면서 새로운 시간을 제시한다. 하지만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장소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이는 다큐멘터리 후반부에서

강조된다. 장소 변화의 전후인 부산시민공원 개장식과 범전동 일대를 교

차하면서 편집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의 만나게 하고 이는 기존의 인

식과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 Ⅳ-21. <범전> 스틸 컷(Still Cu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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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전>은 음향을 강조하면서 장소의 분위기, 의미, 정서적 뉘앙스의

견고성을 실체화한다. 감독은 장소에 존재하는 미세한 소리를 담고, 각

장 별로 특징을 준다. 하지만 공통적인 음향의 감정이나 리듬, 톤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흐름과 관객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장소를 구성하는 요

소가 살아있다는 것을 소리로 표현한다. 이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여 장소의 기억을 재생산한다.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범전>의 감독

은 한 발 물러선 채 거리감을 유지하며 관찰의 시선으로 장소를 보여준

다. 그러나 완벽한 3인칭 시점을 갖진 않는다. 내부자와 외부자, 가해자

와 피해자 그 경계에 위치하여 장소 상실을 인지하고 각각의 파편을 모

아 해부하고, 최종적으로 장소 상실에 대응하는 기억을 재생산한다.

그림 Ⅳ-22. <범전> 스틸 컷(Still Cut) 6

렐프가 제시한 장소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인 물리적 환경, 활동, 의

미를 대입해보면, <범전>은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물리적 환경’의 흐름

을 맞이하는 장소와 그 안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활동’을 중점적으

로 고찰한다. 또한 영화적 요소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활동’의 시각화

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장소 상실에 한발 더 다가간다. 현재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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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전동 위에는 부산시민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공원 조성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 ‘물리적 환

경’이 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물리적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곳에

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변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캠프 하

야리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범전동에서 ‘활동’한 주민이다. 장소

에 거주하며 부대를 매개로 생계를 이어왔기에 장소 정체성 형성에 필수

적이었다. 하지만 장소의 사라짐과 더불어 주민들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

었다. 과거 ‘물리적 환경’은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

하고 있고, 그들을 배제할 경우 장소 정체성의 상실을 피할 수 없다.

<범전>에서 다루는 범전동은 기억의 흔적으로서 장소이다. 부산의 장

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장소임에도 불

구하고 과거의 역사는 쉽게 사라졌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범전동의 캠프

하야리아는 2010년 1월 27일 반환 협상이 타결되어 부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왔고 2014년 5월 1일 세계적인 조경 설계가 제임스 코너의 '비옥하

고 풍족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쌓이는 충적지'라는 기본구상 아래 '기

억, 문화, 참여, 자연, 즐거움'이라는 5가지 주제를 담은 ‘명품 도심 공원’

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림 Ⅳ-23. 부산시민공원 기본구상안(좌)과 현재 부산시민공원 안내도(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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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조성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모든 과정이 진행됐고,

여기서 장소가 겪은 오랜 시간과 장소 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

민공원 착공과 함께 주변으로 7,0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뉴타운 건

립이 확정되면서 개발과 함께 주변은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장소가 가진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 캠프

하야리아 토양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93) 2014년 11월에는 조성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94)

이는 100년 만에 캠프 하야리아 부지를 반환 받고, 그 부지에 ‘명품 도심

공원’을 개장했다는 완료형 타이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그 안

의 쌓아온 기억이 빠르게 사라진 장소 계획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다.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 과거를 소비해버리거나 속도만을 앞세운 계획

은 결국 장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Ⅳ-24. 당시 부산시민공원 주변 개발계획

93) http://www.hkbs.co.kr/?m=bbs&bid=special7&uid=278810

9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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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매-서랍>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김지곤, 2015 | Documentary | Color | DCP | 100min)

<할매-서랍>은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 중 동광동 일

대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았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산물인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역사·문화·자연경관 등의 기존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마을 종합재생 프로젝트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산복도로를 둘러싼 기억, 경관, 문화의 재구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는 중·동구에 걸쳐 있는 영주동과 초량지역(1구

역), 서·사하구에 걸쳐 있는 아미동과 감천지역(2구역), 동·부산진구 일원

인 범일동과 범천동(3구역), 좌천·수정·주례동 일대(4구역)로 나눠 진행

됐다. 사업지역 일대는 핸드레일, 계단, 보도, 조명 등이 설치됐고, 주민

쉼터, 버스 정류장, 소공원, 체육시설도 조성되었다. 이 같은 성과로 산복

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4년 세계대도시연합 총회에서 1등상을 받았고

2013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지역발전대상,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

대회 대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발표대회 최우수상, 도시재생대학 통합발

표회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관광명소로 거듭났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

여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미화사업 등에만 예산을 투자하고 정작 주민들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소홀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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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산복도로 르네상스 대상지

<할매-서랍>은 앞에서 해석한 작품들과 다르게 동네에서 50년 가까

이 살았던 두 인물(양금연, 하말필 할머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다. <할매(2011)>, <할매-시멘트 정원(2013)>에 이은 ‘할매’ 시리즈 3부

작의 완결판이며, 2010년 3월 20일 첫 촬영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27일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3부작으로 풀어냈다. <할매(2011)>는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과의 만남에 집중했고 <할매-시멘트 정

원(2013)>은 할머니들의 이사 후 남아있는 장소를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

추었다면 <할매-서랍>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서 동광동이라는 장

소의 기억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냈다. 장소를 둘러싼 사회적 삶의 변화와

자연적인 질서를 기록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삶의 기억을 재생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감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공사가 시작되기 전, 장소를 자주 방

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살아볼까라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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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할머니가 살고 있는 장소로 이사를 가게 된다. 작품을 만들기 위

해 방문하는 장소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장소로 바뀌었고, 바깥에서 보

지 못하는 장소의 기억을 담아냈다.

그림 Ⅳ-26. <할매>, <할매-시멘트 정원> 스틸 컷(Still Cut)

<할매-서랍>은 크게 2부로 진행되며 일기 형식의 구성을 취한다.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친 제작과정을 문장으로 보여주면서 할머니들이

특정 시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친절히 설명해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장소 상실의 과정 속에서 각 시점 별로 개인의 삶을 사는 동광

동의 장소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억을 이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1부에서 장소의 전경을 보여주고 중반에 타이틀이

올라간 후 2부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장소 변화의 전후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에게 대비되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하지만 변하는 이미지가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는 미장센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동광동의 어제

와 오늘을 살았던 할머니들의 삶의 기억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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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할매-서랍> 스틸 컷(Still Cut) 1

<할매-서랍>에서 카메라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존재가 방치되

는 순간들이 자주 목격된다. 주로 할머니들과의 상황이 벌어질 때 나타

나는데, 1인칭으로 촬영했지만 바닥, 장롱, TV, 문 앞 등에 카메라를 놔

두고 촬영하여 현장의 생생한 기억을 담으려 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자신이 집단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장소의 일상을 표현하

는 것이다. 즉 카메라라는 장치는 연출의 도구에서 벗어나 장소의 일부

분에 속해있다.

또한 할머니의 집을 담을 때의 촬영방식과 집을 제외한 공간을 담는

촬영방식은 차이가 있다. 못, 갈라진 틈의 풀, 가구, 벽, 계단 등의 정물

적인 요소는 장소에 항상 존재했지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장소의 상실

이 발생할 때 발견된다. 카메라는 요소들을 가만히 응시한다. 할머니들이

떠나고 장소에 남은 것들은 동광동이라는 장소 안에 박힌 할머니의 기억

의 증거로 표현한다. 장소와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다른 다큐멘터리와 달

리 <할매-서랍>은 장소와 사람 그리고 장소 안의 사물들까지도 독립적

인 존재로 그려내면서 장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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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할매-서랍> 스틸 컷(Still Cut) 2

다큐멘터리는 시간 순서대로 영상을 기록하듯이 편집했다. 영상과 짧

은 문장을 교차시키고, 문장은 동광동이라는 장소를 둘러싼 질서 변화를

말한다. 장소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할머니들의 삶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며칠 단위의 짧은 주기를 반복하면서 편집하는 동시에, 크게

는 계절이나 년도 별로 주기를 반복한다. 이는 장소의 다양한 삶의 층위

를 표현한다.

<할매-서랍>에서의 음향은 배경음악이나 음향효과 없이 대부분 대사

가 차지한다. 주인공 할머니들과 감독 및 스태프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장소의 과거,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미래의

장소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인 인터뷰나 내레이션

보다 장소가 가진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그림 Ⅳ-29. <할매-서랍> 스틸 컷(Still Cu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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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서랍>은 앞서 다룬 영화를 포함하여 감독의 개입이 가장 적극

적으로 이루어진다. 감독과 스태프들은 끊임없이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한다. 화면 안과 밖 경계를 무너뜨리고 감독이 할머니들

의 공간 안으로 할머니들이 연출의 공간으로 침범한다. 감독은 촬영을

시작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할매 연작의 첫 작품인 <할매>를

완성했고 할머니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다. ‘촬영을 하러 가는 동

네’가 아닌 ‘우리 동네’로 편입한 것이다.95) 장소의 일부로 스며들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찾는 적극적인 행위이

다. 이는 할머니들과 소통을 보여주는 장치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장

소의 기억은 할머니들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과 스태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된다. 즉 감독과 스태프들도 장

소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다큐멘터리는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장소의 기

억을 표현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Ⅳ-30. <할매-서랍> 스틸 컷(Still Cut) 4

장소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할매-서랍>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서 발생한 장소 상실을 조

용히 응시한다. 촬영했던 5년의 시간 동안 몇 차례의 ‘물리적 환경’의 변

95) 115회 독립영화 쇼케이스 <할매-서랍> 제작일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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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맞이했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할머니들의 갈등이나 대립

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는 산복도로를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아닌 할

머니들의 일상의 장소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환경’을 적극적으

로 다루기보다는 사람의 ‘활동’과 장소의 ‘의미’를 함께 끌어안으면서 장

소를 포착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주로 인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

는데, 여기서 ‘활동’은 가난하고 힘겹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통해 발생한 일상의 기억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

고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마을 단위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사업과

시설을 장기적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

지만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사업의 한계와 비판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보다 객체화·대상화시키며, 삶의 모습에

대한 관심보다 관광객 위주의 건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가시적인 사업

에만 치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토건사업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96)

그림 Ⅳ-31. <할매-서랍> 대상지 주변에 설치된 모노레일(좌)과 산리마을회관(우)

<할매-서랍>의 대상지인 동광동은 기존에 임대주택과 전시공간으로

96)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819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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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었다. 한국전쟁과 부산 근대화의 역사가 쌓인 동네를 문화·역사촌

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49억 원을 들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려

했다.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2층짜리 임대주택 56가구, 전시 및 작가 작

업동 4동 12실, 노인정과 관리실 1동, 전망대·야외전시장·공원·운동시설

을 계획했다. <할매-서랍>도 철거 시기의 동광동을 담으며 장소가 변해

가는 과정과 장소 안에서 거주하던 할머니들의 변화를 함께 포착하고 있

다. 물리적 변화 대신 장소의 일상을 재현하고 장소를 비판적으로 고찰

하여 장소 기반적 성찰을 제시한다.

그림 Ⅳ-32. 동광동 개발 전 모습(좌)과 계획 당시 조감도(우)

당시 부산시는 '원주민 정착'과 '문화'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

개발과 다르다고 말하며,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원주민들에게 장기 임대

된다고 주장했다. 얼마 뒤 임대주택 규모를 56가구에서 68가구로 늘려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2014년 늘렸던 임대주택 규모를 돌연 18가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사업면적도 기존의 절반가

량인 2,305㎡로 줄였다. 애초 동광동 일대에 살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

로 집을 떠나야 했던 89가구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였다. 저소득 서민 가

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분이 흔들린 것이다.

이러한 사업변경은 공동주택을 짓는데 필수적인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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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기 때문이었다. 현행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은 6ｍ 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20가구 이하인 공동주택을 지으면 주택사업허가 대상이 아니

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입도로 확보 의무도 면

제된다. 2011년 사업계획 변경 때 중부소방서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

방차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중구에 요청했지만 3년 동안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 이주 보상, 철거, 부지매입, 설계비 등에 사용한 돈은 지난 5년간

33억 원에 이른다. 최근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사도 심한 맹지에

임대주택 대신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소 계획 시 체계나 기준보다는 속도를 중요시 여긴

결과로 보인다.

또한 외관 개선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할당되어 기존 재개발사업

과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고, 동광동을 제외한 타 지역은 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로 거듭났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벽화를 그리거

나 편의시설을 만들고 동네가 가진 이야기를 엮어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관광지로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이었

다. 결국 주민들은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피해를 보거나, 자신들의 기억이

녹아있던 장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주민공동체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

해 마을기업이나 행복마을사업 등도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가 기반이

허약해 정부·지자체 지원이 끊기면 버티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존재한다.97)

<할매-서랍>은 동광동 일대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 과정을 상세

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장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계획에

9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020.220092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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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되었는가 질문을 던진다. 또한 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기

존 주민까지 내쫓은 무늬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소에서 오랜 삶을 보

낸 이들을 위한 행정이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장소에 살던 주

민과 문화가 실종된 장소 계획은 유지될 수 없다. 장소의 문화와 생활을

형성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계획이 지향하는 가치와 연

결시켜,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Ⅳ-33. 기존 동광 1지구 계획(좌)과 현재 동광동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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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현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는 장소 상실

에 주목했다. 장소 계획은 장소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

황에서 일어났고, 장소에 녹아있던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

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의 장소 상실에 따른 결과물이 나타났지만, 다

큐멘터리에서 적극적인 흐름이 포착됐다.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의 특성은 장소 상실을 효과적으로 다루었

고 그 안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로서 출현했다. 본 연구는 다큐멘터

리에서 재현되는 장소 상실과 장소가 품고 있는 기억을 소환하여 도시에

서 일어나고 있는 장소 계획 과정에 대해 재고하였다.

공간과 장소는 인간과 사회의 실천체계로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서

파생되어 나온 용어로 장소와의 깊이 있는 유대감이며, 물리적 환경·활

동·의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상

호작용하며 장소 정체성을 형성한다. 장소 정체성이 상실되는 경우를 장

소 상실, 즉 무장소성이라고 규정하는데, 장소 상실은 도시 개발로 인한

장소의 획일화와 인간과 장소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

난다.

기억은 과거에 체험한 것을 현재화하는 행위 및 과정으로 장소와 깊

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장소는 기억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모든 감각을 가

지며, 경험을 토대로 기억을 재생산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 이러

한 장소 안의 기억은 매체에 의해 드러나고 전달된다. 이전에는 문자와

사진을 통해 제한된 기억을 생산했지만, 20세기 후반 일정 기간의 기억

을 담을 수 있고 다양한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기억을 폭넓게 재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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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영상이 기억을 생산하는 매체로 떠오르게 된다. 그중 다큐멘터

리는 리얼리즘, 정보 전달력, 영화적 효과 등의 매체 특성을 바탕으로 장

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매체이다.

사례로 다룬 다큐멘터리는 장소 계획 과정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

적으로 담아낸다. <춤추는 숲>은 장소 계획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

의 과정을 거쳤는지 되묻는 작품이다. 행정 기관과 장소 안의 사람들의

합의 과정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

는 마을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진정한 마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잘못된 복원 사업을 꼬

집는다. 충분한 역사적·문화적 고찰 없이 진행된 복원 사업은 장소 상실

을 발생시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다. 확실한 근거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의 기억을 함의할 수 있는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범전>은 ‘명품 도심 공원’이라는 부산시민공원 계획에

있어 장소가 겪은 시간과 장소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담겨있는지 의

문을 표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장소는 그 안의 기억을 빠르게

사라지게 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할매-서랍>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주시한다. 유행에 편승하

여 속도만을 중요 시 여기거나 외관 개선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할당된

장소 계획은 장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고 문화를 실종시

킬 수도 있다. 장소에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온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을

고려한 장소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는 현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장소 계획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장소 상실과 잃어버린 기억을 재생산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당

장 장소를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나아가야 할 장소 계획 과정의 대

안과 방향을 관객들에게 던져준다. 관객들이 다큐멘터리를 본 후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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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고민하고 질문한다면, 그 자체가 장소 계획 시 반영될 수 있는 가

치 있는 행위일 것이다. 위에서 다룬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도시의 장소

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도시 관련 이외의

분야에서도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

큐멘터리라는 매체를 통해 도시의 장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성하는 기억을 좀 더 선명히 관찰하는데 의의를 둔다. 다큐멘터리가

비추는 장소를 통해 더 나은 장소 계획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앞으

로의 꾸준한 담론과 연구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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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s are becoming the means of profit-making in contemporary

city. City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changing landscape has

weakened the identity of place, and its contained memory are gone.

While confrontations between places for profit-making and places for

living has been unsettled, studies on this phenomenon are being

carried out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documentary.

Documentary films in Korea reenacted places in a new way since

late 2000s. While places were dealt as a mere background or an

essential element for figures back in the past, recent documentary

films make people remind of the essence of place by giving a shape

to its memory and loss. Furthermore, information contained in place

are not given along time flow anymore. Place is aesthetically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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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tervening different times of the place, creating a new timeline.

This study is about 'place documentary', the loss and reproduction of

place through understanding and reconstructing place in a new way.

Flow of planning place is to be dealt by seeing memory contained in

place through new and diverse 'documentaric views'.

Place is the practice system of people and society, full of

experiences through all senses. However, its identity has been

damaged due to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for

development. Placelessness was the result, and its memory has long

gone. People in place give a birth to memory, but its limitedness

makes it emerged through media. Media is effective in showing

memory of place since its continuous records reenact the abstract

memory, visualizing the absence, maximized with its cinematic

techniques. Especially documentary films critically show spatial,

formative characters of place through 'realism', 'information delivery',

and 'cinematic effects'.

The study has focused on documentary films about particular place

where its memory has been lost due to city development. Films are

chosen that well deliver the direct sense of the original memory of

place and its reproduction, while films that can be politically

interpreted and that are focusing more on conflict over the place itself

are excluded. 4 documentary films are chosen: <Forest Dancing,

2012>, <The Deathless, 2014>, <A Roar of the Prairie, 2015>, and

<Grandma-Drawer, 2015>.

The interpretation of documentary films was made in five steps.

Basic information of places in films were collected, and research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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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s were carried out. Film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based on

cinematic features, and the analysis was reinterpreted to factors of the

identity of place suggested by Edward Relph. Finally, based upon

prior steps, things to be considered in place planning are suggested.

<Forest Dancing, 2012> asks how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eople in the place settled related issues in planning place, while

<The Deathless, 2014> strongly asserts the necessity of restoration

that implicitly draws the memory of place upon a sound basis. <A

Roar of the Prairie, 2015> tells that people can be alienated in

politically created place, and <Grandma-Drawer, 2015> shows the

necessity of planning process that considers the culture and living of

place.

Documentary films capture placelessness occurred during place

planning process and reproduce its memory. Place cannot be

physically changed, but indirectly suggests alternatives and directions

of place planning process that should aim for. Place dealt in

documentary films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better place

planning, and gives more issues to be discussed and researched.

Keywords : City, Place, Placelessness, Memory, Documentary

F 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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