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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영웅신화는영웅에관한신화로정의내릴수있다. 영웅신화는경우에따라서

다양한갈래로나뉘게되는데, 대표적으로신화적내용과전설적내용, 또는전승

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문화전승과 구전전승, 그리고 구전신화, 구전서사시

등의다양한전승의형태로나타난다. 영웅신화는신화적속성에지배되는경우가

있다. 영웅은타고난능력을가지고있으며, 이능력은하늘에서부여되는것으로,

태어나면서가지고있는것이다. 영웅은자신이가지고있는능력을신적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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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해낸다. 그러나영웅신화의영웅은비극적인이야기의주인공으로등장하기도

하며, 죽음의 단계를 거쳐 하늘로 올라가는 결말에 이르기도 한다.1)

영웅신화는신화와전설의양쪽에걸쳐져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초경

험적세계와경험적세계의사건들이서로얽혀있으며, 영웅의다단한행위와그

요소들을 씨줄과 날줄로서 짠다. 영웅 신화의 비현실적인 행위와 현실적 행위의

조화는영웅의이야기를모순되게만들기보다는인간세계의아름다움을부과하는

특징을만들어내며, 영웅의규범적인모습은인간의풍요로움과정의를실현하는

계기를 만든다.2)

영웅신화는다양한형태로존재하며, 그중길가메쉬서사시는최초의영웅신화

로알려져있다. 길가메쉬서사시는우르크의왕이자, 신화적인영웅인길가메쉬와

그의 동반자이자, 친우인 엔키두의 이야기가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은자신의힘과능력만을믿고왕국주변에자신의포악함을보이는우르크의

왕 길가메쉬가 등장한다. 그리고 포악한 성품의 길가메쉬를 견제하고, 그 성격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신들의 결단에 따라 창조된 엔키두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두인물은서로조우하고결투를하였고, 그후둘도없는친구가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협력하여 모험을 떠나고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모습을보인다. 길가메쉬서사시는강력한힘을가진주인공과그와필적하

는동반자의역할을강조함으로써인간이가질수있는최고의힘이어떻게발현될

수있는지를이야기함으로영웅적인인물들의이상적인측면을그려내고자하였다.

이이상적측면은길가메쉬서사시를시작하여호메로스의일리아스와오딧세이

아등과같은고전문헌과많은문학작품들로이어졌다. 그리고현대에이르러서는

수많은애니메이션과그래픽노블, 그리고영화를통하여그흐름을이어오고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현대의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영상과 그

행위의형태가신화적인구조를분명히가지고있다고하였으며, 이현상은미국에

서 흔히 발견된다고 하였다.3)

1) 김현선 외,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13-14.
2) 김현선 외, 세계의 영웅신화, 14-15.
3)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이은봉 옮김 (한길사, 2011),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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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만화의주인공들은신화나민속의영웅들을현대적인시각으로그려내고있

다. 그들은사회대부분에서말하는이상을표현한것이며, 그들의전형적인행동의

변화들은독자들의다양한반응들을불러올수있다.4) 예를들어, DC코믹스의히

어로캐릭터슈퍼맨(Superman)5)은본래칼-엘(Kal-El)이라는이름을가진크립톤

행성출신의외계인이지만, 지구에서클라크켄트(Clark Kent)라는이름의평범한

기자로살고있다. 그는겁이많고우유부단한성격을가진인물이지만, 위기시에는

슈퍼맨으로변모하여영웅적인행동을보인다.6) 엘리아데는이와같은히어로캐릭

터들7)이무한한힘을가지고있는영웅들의겸허한위장이라고표현하였으며, 그들

은 신화적 주제의 부활을 위하여 극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였다.8)

현대의매스미디어를향한엘리아데의해석은길가메쉬서사시에서나타나는영

웅신화적인면모와그중심을차지하는두인물에대한현대적인재해석과변용이

가능하다는것을제시한다. 엘리아데의해석을따라매스미디어의신화적인요소를

찾아내기위해서는단순히고대의영웅신화와현대의매스미디어의캐릭터를비교

하여변용점을찾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영웅신화의등장인물들간의특성

을 파악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243.
5) 슈퍼맨은 1938년 제리 시걸과 조 슈스터가 액션 코믹스(Action Comics)라는 잡지에
연재한 SF소설이다. 만화책으로큰인기를끈후,극장판애니메이션영화가제작되었으며
1948년부터 실사 영화가 제작되었다. 가장 유명한 실사 영화는 리처드 도너(Richard
Donner) 감독의 <슈퍼맨(Superman, 1978)>과잭스나이더(Zach Snyder) 감독의 <맨
오브 스틸(Man of Steel, 2012)>이다.

6)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243.
7) 엘리아데가예시를든히어로캐릭터는DC코믹스의슈퍼맨이었다. 엘리아데는슈퍼맨의
등장으로영웅신화의주요인물들이현대화되어나타나고, 주인공의내용을담은만화나
영화가 곧 현대인들의 신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슈퍼맨의 등장 이후, 미국은
다양한 캐릭터를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DC의 배트맨(Batman), 원더우먼
(WonderWoman)이있으며, 마블코믹스에는스파이더맨(Spider-man), 아이언맨(Iron
Man),블랙팬서(Black Panther)와같은히어로캐릭터들이있다.슈퍼맨이후에등장하는
히어로캐릭터의유형은미국뿐만아니라일본에서도많이발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과학닌자대갓챠맨(1972~1979, 한국에서는독수리5형제로방영되었다.)>, <가면라이더
시리즈(Kamen-Rider Series, 1971~현재)>, <슈퍼전대 시리즈(Super-Sentai Series,
1975~현재)>, <미소녀전사세일러문(1992~1997, 한국에서는달의요정세일러문으로
방영되었다.)> 등이 있다.

8)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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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영웅신화에등장하는인물들의이상적인측면이나, 그와반대된반동

인물의측면에대한해석,또는주요인물의옆에서그를지키는동반자역할의캐릭

터에대한다양한해석이그것이다. 이러한해석에따라서현대의매스미디어에서

묘사된 신화적인 면모들이기존의영웅 신화와 다르게 전개될 수있으며, 그것이

현대인들에게어떤변용을안겨줄것인지에대한부분을고찰할수있다. 또한이

해석들이 기존의 영웅 신화와는 어떤 독특한 측면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많은 편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해석은오래전부터영웅신화를통해서인간의관념속에심어져왔었던

이상형(Ideal-Type)에 대한 반향이며, 영웅을 꿈꾸는 인간의 관념에 도전을 거는

것으로 여겨질 수있다. 그러나 신화는 인류문화의 공통원형이면서개별민족과

그 시대의문화적특성을담고있는서사이다. 신화의내러티브가 동일한원형과

심상에서기인했을지라도각민족의풍토나정서, 언어습관등에따라서다양한모

습을 취하게 된다.9)

결국, 길가메쉬서사시와같은고대의신화는해당시대를살았던대상의풍토와

정서, 관념등을담아낸것이며, 현대의매스미디어를통하여구현된신화역시현대

인들의풍토와배경등에따라서다양한모습으로나타났으며, 그속에내재된문제

의식이나관점등이드러난다. 따라서고대의신화와현대의매스미디어를비교하

여 신화를 통해서 드러내는고대인들의 정서와 관념, 그리고 그에 대한표현들이

현대에이르러어떤형태로재해석되고변용되는지알수있으며, 그이면에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현대인들의 신화를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본내용은길가메쉬서사시의주요인물인길가메쉬와엔키두의관계와

그를통해서전개되는여러이야기들을신화적인모티프와그내용을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영화를통해서비교하고재해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에따라서

길가메쉬와엔키두의관계가현대에서어떻게재구성되는지, 그리고그에따른주

요인물들의성격이어떻게그려지고있고, 그에따라이야기의양상이어떻게구성

되는지를살펴보는데에그의의를둔다. 그에따라, 길가메쉬서사시에나타날수

있는영웅과그의동반자의형태에대한새로운해석을제시하고자하며, 그해석은

9) 정재서, 앙띠오이디푸스의신화학: 중국신화학의새로운정립을위하여 (창비, 20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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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반정립적인특성과그특성을조절하고자하는동반자의역할을다루는데

에 그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이와같은해석의전개를위해서바로길가메쉬서사시에나타나는길가메쉬와

엔키두라는두인물의성격과특성이현대에서어떻게반영되고새롭게변환되었는

가를살펴보는것이중요할것이다. 따라서본내용에서는길가메쉬서사시와함께

조쉬트랭크(Josh Trank) 감독의 2012년作인 <크로니클(Chronicle)>의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 <크로니클>은 3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우연한 계기로 초능력을 얻으면서

벌어지는일련의사건을다룬다. 이영화는초능력을가지게된소년들에대한이야

기를소재로하였기때문에기존의초능력자가주인공으로등장하는여럿의영화들

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영화들은 우연한 계기로 초능력을 얻거나,

태어나면서능력을타고난주인공들이등장한다. 이들은자신의능력을가지고영

웅적인행위를보여주거나자신을억누르는사회와싸우기위해서노력하는모습을

보인다.10) 그러나 <크로니클>은능력을부여받게된주인공들이각각내면의문제

로인하여다른모습으로변모하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특히영화에서는능력을

받은 이후 극단적으로 폭주하고 변질해가는 소년 앤드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조쉬트랭크감독은기존영화와는다른내러티브의전개를통하여자신의초능

력으로성장하고발전하는인물을그리지않고, 자신의능력으로인하여몰락하는

인물을그려낸다. 그를통해감독은당대사회를살아가는청소년에게가장큰문제

로작용하고있는학교내의관계에대한문제나가정환경문제등에대한자신의

생각을 영화적인 기법과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10) 대표적인예를들수있는영화는마블코믹스의원작을바탕으로한 <엑스맨시리즈
(X-Men Series, 2000~2019)>, <스파이더맨 시리즈(Spider-Man Series, 2002~현재)>,
데어데블(Daredevil, 2015~현재)을 비롯하여, 피터 버그(Peter Berg) 감독의 <핸콕
(Hancock, 2008)>, 더그라이만(Doug Liman)감독의 <점퍼(Jumper, 2008)>, M. 나이트
샤말란(M. Night Shyamalan)감독의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 2000), 트로마엔터테
인먼트의 <톡식어벤저시리즈(The Toxic Avenger, 1984~2000)> 등이있다. 조앤 K.
롤링(Joan K. Rowling)의원작소설을바탕으로한해리포터시리즈(Harry Potter Series,
2001~2011)도 이분야에속해있다. 우리나라에는연상호감독의 <염력(2018)>, 김주환
감독의 <사자(2019)>가 유사한 내용 전개를 그려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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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Ⅱ장에서는길가메쉬서사시의내용을간략하게다루고, 두등장인물인길

가메쉬와엔키두에대한소개를다룬다. Ⅲ장에서는영화 <크로니클>에대한전반

적인소개를다룬다. 이를위해영화의시놉시스를간략하게다루며,영화의세주인

공인앤드류,맷, 스티브가나타내는특성에대해서이야기한다. 그리고영화 <크로

니클>에모티프를제공한오토모카츠히로의애니메이션 <아키라>의두주요캐

릭터인카네다와테츠오와비교하여 <크로니클>의캐릭터들에서나타나는특징과

그 배경을 다룬다.

Ⅳ장에서는길가메쉬서사시와같은신화들의내용들이어떻게이영화에서재해

석되고변용되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특히길가메쉬서사시의주요인물인길가

메쉬와엔키두, 그리고영화의주연캐릭터인앤드류와그의동반자캐릭터인맷,

스티브에게서나타나는특성을재해석하고서로비교하는과정을거칠것이며, 그에

따라각요소들을전체적으로정리하는구조를중심으로그내용을다루고자한다.

마지막으로Ⅴ장에서는영화 <크로니클>이길가메쉬서사시와같은고대영웅

신화의내용들을정반대로비틀어표현한것임을설명한다. 그리고이러한반정립

적인형태의전개를통하여영화의감독이현대사회를어떻게표현하고자했으며,

그사회를살아가는청소년들에대하여어떻게이야기하고자했는지를다룬다. 이

를통하여현대의매스미디어가고대의신화를자신들의시대상에맞추어새롭게

해석한것이며, 자신들이가지고있었던관념과정서를현대인의언어를통하여재

현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길가메쉬 서사시의 개관

� 1.�길가메쉬 서사시의 전반적인 소개

길가메쉬(Gilgamesh)는우르크의왕이며, 반신반인으로강력한힘을가진용사

였다. 그는도시의젊은이들을괴롭게하고억압하였다. 젊은이들의호소와외침이

극에달하자, 신들은길가메쉬와필적할수있는힘을가진인간을창조하기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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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엔키두를창조해내었다.11) 엔키두(Enkidu)는숲에서들짐승들처럼살았으며,

아무도그의힘에대항하지못하였다. 그를발견한사냥꾼이엔키두의힘에대해서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는 여사제 샴하트를 그에게 데리고 오게 한다. 사냥꾼과

샴하트는들짐승과같은엔키두를개화시키고그를길가메쉬가있는우르크로데리

고 간다.12)

한편길가메쉬는두차례의꿈을꾸게되고, 그꿈들의뜻을어머니닌순(Ninsun,

들소의 여신)에게 물었다. 닌순은 꿈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떨어진 하늘의 별이

곧 그의 친구가 될 존재임을 알려주었다. 엔키두는 우르크에 이르러, 길가메쉬와

씨름을겨루지만서로이기지못하였다.13) 힘겨루기를하던두사람은친밀한사이

로 발전하며, 서로 친구를 구할 수 있는 짝이 되었다. 길가메쉬는 엔키두와 함께

삼목산으로원정을떠났으며, 그곳을지키는산지기훔바바를죽이고영웅으로돌

아온다.14)

훔바바를물리치고의기양양하게돌아온길가메쉬를본여신인안나(Inanna)는

길가메쉬에게구애하지만, 그는인안나의구애를거부하고, 그녀를조롱한다. 인안

나는길가메쉬가자신의과거연담을열거하며비웃는것을보며분노하며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한다. 인안나는 하늘신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땅에 보낼 것을

간청하였고, 아누가 이를 허락하여 하늘의 황소가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엔키두와 길가메쉬는 하늘의 황소와 대항하여 싸웠고, 황소를 죽였다.15)

신들의회의에서는하늘의황소를죽인길가메쉬와엔키두에대한처벌을논의

한다. 결국그들은엔키두를죽이고길가메쉬를죽이지않는것을결정한다. 엔키두

는병에걸려죽음을맞이하게되고, 그의임종을지켜본길가메쉬는슬픔에가득

차성벽위에올라가밖을보게된다. 그는강물에떠내려오는시체를보며죽음을

두려워하게되었다.16) 그는먼옛날대홍수에서살아남아동쪽머나먼땅딜문에서

11) 조철수, 수메르 신화 (서해문집, 2003), 364.
12) 조철수, 수메르 신화, 365.
13) 조철수, 수메르 신화, 366.
14) 조철수, 수메르 신화, 367.
15) 조철수, 수메르 신화, 367-368.
16) 조철수, 수메르 신화,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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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누리고있다고전해진우트나피쉬팀을만나기로결정한다. 길가메쉬는우트

나피쉬팀을통해영생을할수있는식물이있는곳을알게되었고, 고생끝에식물

을얻지만연못가에서목욕하던도중뱀에게빼앗기면서빈손으로우르크로돌아오

게 된다.17)

� 2.�길가메쉬 서사시의 두 중심인물:� 길가메쉬와 엔키두

� 2.1.� 폭군에서 영웅으로,�길가메쉬

우르크의왕길가메쉬는본래폭군이었다. 그는신화적존재이자반신반인으로서

타고난능력을가지고사람들에게강력한힘을과시하였다. 그로인하여젊은남자

들은자유를잃고억압을당하였고,젊은여자들도그의욕망으로인해집으로돌아

가지못하였다고말한다.18) 길가메쉬서사시의판본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서

술한다.

모든 젊은이들은 길가메쉬에게 당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품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아들은 아무도 없었다.

길가메쉬 때문이었다. 그의 횡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해졌다.

길가메쉬는 분명 우르크의 목자인데도!

용감하고, 고귀하며, 멋지고, 현명한데도!

그의 욕망이 너무나 큰 탓에 어머니의 품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딸들은 아무도 없다.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의 딸이건, 젊은 사람의 신부이건 상관없이!19)

이는그가초야권을행사하며젊은여자들을차지하고성욕을채우고있었음을

의미한다. 길가메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 폭정을 행하였고, 이를 바라본

우르크 사람들은 신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기에 이른다.20)

17) 조철수, 수메르 신화, 369.
18)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 2005), 333.
19)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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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메쉬는우르크도시를억압하고젊은이들의자유를빼앗으며횡포를부린다.

그러나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신뿐이었다. 그러나우르크사람들의호소를들은신들조차도길가메쉬에대해조

치를취하지못하고곤혹스러워한다.21) 이는신들이엔키두를창조하여길가메쉬와

대립하도록결정한계기를만든다. 폭군으로등장하는길가메쉬의모습은성욕을

채우기위해서밤낮으로폭력을휘두르고, 자신의또래에게힘을과시하며횡포를

부리는 질풍노도의 젊은이였다.22)

그러나길가메쉬는자신과필적할인물을만났고, 그를친구로두면서변화하였

다. 그는자신의이기적인욕망을위하여힘을과시하는포악한인물에서영웅적인

행위를하는신화적인인물로자신을탈바꿈한것이다. 그리고자신과유사한모습

과힘을지닌이를친구로만나고, 그와지혜를나누면서이전의모습과다르게성장

하고자 한다.

2.2.� 길가메쉬의 동반자이자 반쪽짜리 자아,� 엔키두
엔키두는길가메쉬의포악한면모를다스리고변화시키기위해창조된존재였다.

우르크사람들의호소를들은신들은길가메쉬와비슷한측면을지닌존재를창조

함으로써그의욕구를저지하고, 그의폭력적특성을경감시키고자한것이다. 신들

이창조한엔키두는길가메쉬의야만성, 자연성을상징하는제 2의자아로만들어졌

다.23) 신들은엔키두를창조하면서길가메쉬와비슷한용모와비슷한능력을부여

하였고, 엔키두와조우한길가메쉬는그를자신의형제로여기고그와우정을나누

었다. 즉, 엔키두에게나타나는특성은길가메쉬에게결여되었던것으로길가메쉬

가 그를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야콥센(Thorkild Jacobsen)은 심리학자 H.S. 설리반의주장을인용하여엔키두

가길가메쉬의청소년기를상징하는인물이며, 그의반쪽자아로서, 그의성장기를

20)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333.
21)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333-334.
22)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334.
23) 김현선 외,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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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해주는것이라고설명한다. 이에따라, 길가메쉬가인안나의구애를거부한것

은결혼하여어른이되는과정을선택하지않고,엔키두와의우정을중시하며청소

년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길가메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야기한다.24)

엔키두와조우하기전, 길가메쉬의모습은청소년의심리적인특징이발견된다.

그는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인내심이부족하고무모하고위험을감수하고자하

는특성이있다. 그는아직성숙하지못한단계에서자신의또래들에게자신의욕구

를과시한다.25) 그러나, 자신의반쪽짜리자아를만나면서길가메쉬는자신이가진

능력을어떻게제시해야하는지에대한새로운방법을찾아낸것이다. 그는자신의

능력을자신의욕구를충족하는데사용하는것이아니라, 또래와함께여정을떠나

고영웅적인행위를하여자신의이름을드높이는신화적인행위를하기위해사용

하는것을선택한것이다. 이를통해길가메쉬는거칠고폭력적인측면에서한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으며, 엔키두는 그의 성장의 매개체이자 계기26)로 등장한다.

Ⅲ. 영화 <크로니클(Chronicle, 2012)>과 길가메쉬 서사시

1.� 영화의 시놉시스(Synopsis)

평범한고등학생인앤드류(Andrew Detmer, 데인드한扮)는폭력적인아버지로

부터학대를받으며병든어머니를돌보는내성적인성격의소년이다. 어느날,앤드

류는숲속공터로가려고하는맷(Matt Garetty, 알렉스러셀扮)과 스티브(Steve

Montgomery, 마이클 B. 조던 扮)에게 이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지하로 통하는

동굴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빛을 내는 정체불명의 물질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물체가내뿜는에너지에휘말리게되었다. 이후세사람은염동력을얻었

24) 김현선 외, 세계의 영웅신화, 79.
25) 김현선 외, 세계의 영웅신화, 80.
26) 엔키두는이후에도길가메쉬가청소년기에서성인으로성장하도록계기를마련하게된다.
길가메쉬는 엔키두의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기나긴 여정 끝에
다음의 단계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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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은자신들이가진초능력을가지고사람들에게장난을치는모습을보인다.

그러나앤드류가발동한초능력으로차가전복되는사고가일어나게되면서, 자

신들이가진능력을통제하기가어렵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 세친구들은자신들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두 가지의 규칙을 만든다. 하나는,

사람에게초능력을발동하지말것, 다른하나는, 화가났을때그능력을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었다.

세친구들은스스로가세워놓은규칙을지키기로하지만, 정작가정과학교에서

숱한폭력과그로인한스트레스에시달리던앤드류는점점그규칙을거부하려고

한다. 이를알고있던스티브는앤드류에게자신감을부여하기위해초능력을좋은

방향으로 쓸수 있도록도와준다. 그리고두 친구는 학교 장기자랑에서 초능력을

활용한 마술쇼로 인기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앤드류는점점자신의능력을제어하지못한채폭주하고이상행동을보

인다. 그가아버지(마이클켈리扮)와의대립27)을계기로분노가폭발하면서자신

의능력을제어하지못하는상황에이르게된것이다. 앤드류의폭주로인한영향28)

을받았던스티브와맷은앤드류에게달려가그를만류하려하지만두친구는폭주

하는앤드류를진압하지못하게되었고, 스티브가앤드류의초능력으로인하여죽

는 사고를 당한다.

스티브의죽음이후, 앤드류는내적인혼란을겪게된다. 그리고그동안자신에

비해잘나가고있었던맷에대한열등감이폭발하면서그와대립하고멀어지게되

었다. 앤드류는초능력을이용해자신에게폭력을가하는학급친구들에게위해를

가하기도하며, 그에대해서추궁하고질책하는맷을제압하며스스로를향한제어

를 포기하게 되었다.

앤드류는병든어머니의고통이심해지자약을사기위해약국으로가지만, 돈이

모자라약을줄수없다고단호히말하는약사의말을듣고분노하게된다. 앤드류는

부족한약값을마련하기위해아버지의소방관안전복을입은채, 자신의초능력을

27) 앤드류의아버지는끊임없이앤드류에게언어적인학대와폭력을행한다. 결국그것을
견디지 못한 앤드류는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었다.

28) 앤드류가자신의능력을통해폭주하는순간, 그의친구들은고주파음이들리고코피가
나면서 앤드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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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또래들의돈을뺏고주유소에서강도질을자행하게되지만, 그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큰부상을입고움직이지못하던앤드류는자신의병상을찾아온아버지를통해

어머니의죽음을듣게된다. 그리고의식이깨어나는순간,어머니의죽음을자신의

탓으로돌리고모진말을하는아버지의모습을보게된다. 그러면서앤드류의분노

가 강하게 폭발하고 만다. 앤드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도시를 헤집어놓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다.

맷은 앤드류의 폭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예상하고 울부짖는

앤드류뒤에있는동상이쥐고있는창을움직여앤드류를살해한다. 그후, 그는

앤드류가평생에가고싶어했던티베트의설산으로날아와, 앤드류의카메라29)로

그전경을담아놓고, 앤드류에게그동안이야기하지못하였던진심을털어놓는다.

그렇게 맷은 앤드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곳에 두고 떠난다.

2.�<크로니클(Chronicle,�2012)>의 캐릭터:�애니메이션 <아키라(Akira,�1988)>�

캐릭터의 변용

대부분의 영화 평론가들은 크로니클의 모티프를 <엑스맨 시리즈(X-MEN

Series, 2000~현재)>나 <판타스틱 4 시리즈(Fantastic Four Series, 2004~2015)>,

스티븐킹(Stephen King)의 캐리(Carrie, 1974)30)에서왔다고여기는경우가많
으나, 실제영화를제작한조쉬트랭크감독은이영화의모티프를오토모카츠히로

(Otomo Katsuhiro)의 <아키라(Akira, 1988)31)>에서 따왔다고 설명하였다.

만화 <아키라>를보고매료되어마니아가되었던트랭크는 <크로니클>의주연

을맡은배우들에게 <아키라>를보고각캐릭터를연구할것을권유하였고, 특히

29) 앤드류의카메라는그를상징하는물건이며, 그자신의세계관을꾸려나가는데필수적인
것이었다.

30) 스티븐킹의장편소설인캐리는1974년발간되었으며, 1976년부터세차례영화화되었다.
크로니클을해석하는대부분의전문가들은브라이언드팔마(Brian De Palma) 감독의
1976년 작과 많이 비교하였다.

31) 아키라는오토모카츠히로가1982년부터1990년까지주간영매거진에연재한 SF사이버펑
크 장르의 만화로 1988년 극장판으로 제작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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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인 드한이 맡은 앤드류를 아키라의 반동적 캐릭터인 테츠오(Tetsuo)와 비교할

정도로영화의많은모티프를아키라에서얻어왔다고할수있겠다. 특히, 트랭크

감독은 아키라에나오는두 주인공인카네다(Kaneda)와테츠오의캐릭터를맷과

앤드류에반영시켰고, 2010년대를살고있는청소년들의정서와맞물린자신만의

캐릭터로 승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아키라>32)와 <크로니클>은내용과각캐릭터의모티프에서서로유사한면을

보이고있다. 우선, 이야기의주요인물들을살펴보면자신감있고청소년집단의

리더로서우수한측면을보이는카네다와학생들의인기를얻으며잘나가고있었

던맷의모습, 학교내에서따돌림을당하는입장에서맷을동경해온앤드류와내성

적이고자신감이결여되었으며, 늘리더역할을해내는카네다에대해서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테츠오의 성격이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키라>에서상반되어나타나는두주인공캐릭터의모티프들은 <크로니클>

에서그대로가져오게되었다. 그리고이를위해서, 감독은 <아키라>와같이미래

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접하기 쉬운 시대의

학교라는공간에대입하였다. 이는머나먼미래라는배경을바탕으로전개해나갔던

캐릭터들의형태를가까운곳에서생각하고공감하게만들기위한일종의장치라고

볼수있다. 이에따라서조쉬트랭크는현실에서마주칠수있는인물들의유형을

설정해놓는데, 그중에대인관계가좋고활달한성격을가진유형의학생과주변인

으로겉도는유형인학생의캐릭터로변용시키고당대현실의모습을반영하여가

깝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본래 <아키라>에서는테츠오와카네다, 테츠오를진압하려는정부세력, 그리고

32) 아키라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3차세계대전이후,네오도쿄에서폭주족으로일탈행위를
하던카네다쇼타로와시마테츠오는오토바이를타고아무도다니지않는고속도로에서
다른폭주족들과싸움을일삼는다.어느날,테츠오는아키라프로젝트의실험체인26호(다
카하시)와 정면으로충돌한사고가난이후군에끌려가연구소로이송된다. 신체검사
도중테츠오가폭주하게되고, 평상시에복용하던각성제의영향으로뇌파동에변이가
생기고, 그안에서발현된테츠오의초인적인능력을발견한연구소에서는테츠오를아키
라프로젝트실험에참여시킨다. 실험을통해비범한능력을얻은테츠오는스스로초인적
인 힘을 얻은 것에 대한 우월감에 도취하여 연구소를 초토화시키고 탈출한다. 그리고
그런 테츠오의 폭주를 막으려고 하는 카네다가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대립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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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오가도전하려고하는아키라(Akira)33)라는존재간의대립으로드러났다. 특

히 <아키라>의전체적인갈등은 2019년의네오도쿄라는미래의배경에아키라와

테츠오를둘러싸고벌어지는계급간의갈등이주를이루며,개인을향한거대권력

의 감시와 처벌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면모가 나타나있다.34)

이는아키라와대립하려는테츠오뿐만아니라, 그의친구이자, 그와역시대립하

는카네다역시유사하게드러난다. 카네다와테츠오, 그리고그의무리들은폭주하

는오토바이를타고질주하는모습을보인다. 그들의질주에는저항이담겨져있으

며, 그저항의배경에는폭력이있었다.35) 카네다와그의무리들은학교에서교사에

게폭행을당했으며, 테츠오는학교폭력과따돌림에시달렸던인물이었다. 그들은

사회부적응자이자문제아로취급되며폭력으로대응받는것이당연하게여겨졌다.

그들은자신을향한폭력에폭력으로대응하기보다는약물과폭주로자신의보복

심과 저항심을 분출한다.36) 카네다와 그 무리의 일탈은 테츠오를 통하여 자신을

감시하고억압하는정부세력에대한대항으로확산된다. 이를통해수직적구조의

권력 체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드러난다.37)

그러나 <크로니클>에서나타나는저항의범위는 <아키라>처럼거대권력이나

계급, 감시하고억압하는가까운미래의사회체제를향한것이아니라주인공앤드

류에관한개인적인부분으로좁혀진다. 앤드류는학교와가정에서폭력에노출되

었고, 그폭력에저항하지못한채소극적으로살아온인물이다. 그러나초능력을

부여받고보통이상의사람이되자자신에게폭력을휘두른주체들에게무차별적인

33) 원작코믹스에서아키라는가장강력한능력을지닌소년으로등장한다.네오도쿄정부에
서는그의능력을제어하지못하여그를지하벙커에가두었다. 그러나애니메이션극장판
에서는다르게묘사된다.테츠오는아키라라는존재를찾기위해분투하지만, 그가발견한
것은생체표본들일뿐이었다. 정부당국이아키라를죽이고그의신체를표본으로만들어
지하 냉동 창고에 보관한 것이다.

34) 윤혜영, ｢만화 아키라의스토리텔링전략연구- ‘사이버펑크’와 ‘네오휴머니즘’을중심으
로｣, 애니메이션연구9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3), 148.

35) 윤혜영, ｢만화 아키라의스토리텔링전략연구- ‘사이버펑크’와 ‘네오휴머니즘’을중심으
로｣, 153.

36) 윤혜영, ｢만화 아키라의스토리텔링전략연구- ‘사이버펑크’와 ‘네오휴머니즘’을중심으
로｣, 154.

37) 윤혜영, ｢만화 아키라의스토리텔링전략연구- ‘사이버펑크’와 ‘네오휴머니즘’을중심으
로｣,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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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하고자신의분노를표출한다. 트랭크감독은앤드류의폭주와분노의표출

안에서공권력에대한저항이나사회체제에대한정면의도전을이야기하거나, 그

저항을통하여사회적인메시지를던지는것으로자신의표현을확산하지않는다.

도리어 개인의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에 집중한 것이다.

이를통하여학교와가정의폭력으로인해서받게된상처와울분의분출로상세

하게표현하였고, 이러한표현으로영화를보는이들의시각을반동적인물에집중

하게하고그에대한감정이입을불러일으킬수있는요소로이끌도록만들어냈다.

트랭크감독은이러한내용적인측면을좀더강조하여사회속에서쉽게노출될

수있는폭력성에대해서조명하고, 그것을초능력을가진소년이라는모티프에초

점을맞춰그폭력의현장안에있는 10대소년의어두운측면을좀더부각시켰다.

<크로니클>의이러한특성은기존의영웅신화에서나타나는영웅의본질적인

측면을거부하고그것을비틀어표현하고, 이를강조하는측면을보였다. 즉, 전형적

인영웅적인물과그를시기하는반동적인물의대립을그리지않고정반대로주인

공이자영웅적인면모를지닌인물이폭주하고, 그의주변을차지하는인물들이그

를저지하고자대립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화에서나타나는등장인물의특성

들은영웅신화에서나타나는이상적인측면보다는비교적현실적인측면을드러내

고자 한 것이다

3.� 길가메쉬 서사시와 <크로니클>의 캐릭터에 대한 비교

3.1.�길가메쉬와 앤드류:�변화하는 영웅의 유형에서 변질하는 폭군의 유형으로

영웅이란, 각 신화나 영화 안에서 중심축을 차지하는 인물로서 보통 세상에서

몸을일으켜나오며, 자신에게닥쳐온여정에서스스로를희생하고헌신하는역할

을담당한다. 여기서영웅은자신앞에놓인도전에응하며, 탐색의임무를완수하기

도하며, 자신이속해있는세계의안정을되찾기도한다.38) 영웅의여정은경쟁에서

이기거나, 상처를치료하거나, 사람을찾는등의개인적인성장을위한도전이된다.

38) 스튜어트 보이틸리, 영화와 신화, 42.



90 종교학연구

또한영웅들은자신의목숨을위협하거나세계의운명을위태롭게하는무언가에

맞서고, 모험을 감수하는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39)

고대의길가메쉬는우르크의군주이며, 영웅으로서의행적을남긴신화적인인물

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 본래그는반신반인으로서일반인과는매우다른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있다. 길가메쉬는자신이타고난힘으로 우르크 시민들을

제압하고폭군으로서의성향을보였던압제적인물이었다.40) 그러나신에의해창

조된엔키두와조우하고그와관계를맺으면서변화를겪게된다. 길가메쉬는타고

난 힘을 가지고 백향나무 숲으로 모험을 떠나는가하면, 하늘의황소를물리치고

도시안에닥쳐온재앙의위기를스스로극복하게되었다. 결국, 길가메쉬는자신의

힘을무분별하게쓰고도시의백성들을압제하는폭군의모습에서탈피하고행동하

는 영웅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41)

조셉캠벨(Joseph Campbell)은영웅으로서최고의면모를보이는것은눈을다시

뜨고새로운실재로거듭나면서드러난다고이야기하였다. 그에따라서그가기쁨

과고뇌가교차하는세상의전경을보고, 그에따라자신의새로운측면을찾아갈

수있다는것이다. 한나라의폭군으로서자신의힘을과시하는데에삶을보냈던

길가메쉬는자신과유사한힘을가진존재를만남에따라새롭게눈을뜨고새로운

실재를 얻어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42)

이러한모습의변화를드러내는것은엔키두와함께백향나무숲에서훔바바를

죽이고백향나무를잘라오는사건에서였다. 이전에폭군으로사람들의원망의대상이

되었던길가메쉬는자신의삶에있었던어두운면에서벗어나자신보다힘이세고

무서운능력을소유하고있던또다른폭군과대면하게되며, 그를물리치고영웅으로

서자신의이름을남기게되었다. 그리고그폭군을물리칠수있는비결은자신이

과시하던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임기응변과 속임수를 통한 전략에서 드러났다.

폭군은 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파멸의 원인을 불러일으킨다.

39) 스튜어트 보이틸리, 영화와 신화, 42-43.
40) Andrew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Oxford: Penguin Press. 1999), 2-3.
41) Andrew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12-22.
42)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옮김 (민음사, 1999),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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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메쉬는숲의신이자무서운폭군과같은존재인훔바바를물리치기위해,훔바바

의오만한모습이면에숨겨진것을공략하고그에게속임수를써서방심하게하고

그를물리치게되었다는것이다.43) 이를통해자신의타고난힘으로사람들을압제하

고학정을일삼던폭군이새롭게변화되고, 자신보다더강한폭군을상대로자신의

힘이 아닌 지혜를 통하여 그를 제압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44)

길가메쉬가그러했던것처럼, 앤드류도어떠한계기에따라스스로변화의계기

를 맞고 그에 따라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길가메쉬 서사시가

쓰이던고대의배경과는달리현대에적용된영웅의캐릭터는신의피를이어받은

타고난 이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거나 그 안에서

어울리지못하고소외되는주변인이었으며, 그가우연한계기로인간이상의능력

을 얻으면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변화의 모티프는 <판타스틱 4>나 <엑스맨>, <데어데블>, <스파이더

맨>과같은마블의히어로코믹스에서주로나타나는전형이며, 이를아키라의 ‘테

츠오’의캐릭터와연계시켜히어로급의능력을지닌주변인캐릭터를등장하게한

것이다. 즉, 길가메쉬서사시에서나타나는초인적인능력의소유자를제왕이나사

제와같은상위계급유형의캐릭터가아닌공동체안에서소외된인물의유형으로

설정하고, 그유형의캐릭터가세상을구할수있는힘을가짐으로써자신의새로운

실재를찾고새로운역할을부여받는다는방식으로변용시켰다는것을볼수있다.

또한본래폭정을일삼던인물이었다가, 어떠한계기를통하여변화하고영웅으

로서의면모로진정한자신을찾았던길가메쉬와는달리 <크로니클>의앤드류는

능력을 얻은 대신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폭군이 되어가는 반대의

흐름을타고있다. 앤드류는자신이얻은능력에심취하지만, 그것을올바르게사용

할수있는방법을터득하지못하면서어긋난방향을보인다. 이에대해그의친구인

맷과스티브는그를좋은방향45)으로이끌려고하나앤드류는이를거부한다. 그리

43) 배철현, ｢신-레케-우닌니의 [길가메쉬서사시]편집의도｣ (국제언어인문학회, 2005), 7-9.
44)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옮김 (민음사, 1999), 422.
45) 맷은앤드류가타인에게염력을과시함으로남을다치게하거나스스로가다칠까염려하여
규칙을정하게하며, 스티브는앤드류가자신을가꾸는좋은일에능력을쓸수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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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신이당해왔던대로타인에게자신의능력을폭력적인방향으로씀으로써자

신의 분노를 풀게 된다.

그러한앤드류의특성을잘보여주는부분이 “정점포식자(Apex Predator)46)”라

고말하는그의독백이다. 자신을괴롭히는이들을초능력으로잔인하게제압하고

난뒤, 쾌감을느끼며, 자신에게 “사자가가젤을잡아먹을때, 죄책감느끼는것을

본적있어?”라는질문을던진다. 자신의능력에심취한앤드류는스스로가인간을

뛰어넘는최상의존재이며, 모든인간을힘으로제압할수있는최상의포식자로서

군림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실재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결국 앤드류는 자신이 부여받은 능력을 자신이 마땅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며,

그능력을발휘해자신의뜻을이루는것이당연하다고여기게된다. 그는자신이

가지고있는초인적인힘만이사회를지배하고관통시킬수있다고생각하게되며,

그러한생각에따라스스로폭군의역할을자처하는것이다.47) 이러한폭군은자신

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여김에 따라서 자만하게 되고, 그림자를본질로오해하는

특성을보인다. 이러한인간의탈을쓴폭군들은이웃의선의를짓밟고학정을일삼

는 모습을 보인다.48)

이와같이스스로를정점포식자로칭하는앤드류는길가메쉬와같은영웅적유

형과정반대의캐릭터로드러나게되었다. 그는길가메쉬와같은영웅에서나타나

는이상적인자아의형태가아니라반정립적인유형을나타내고, 부정적인에너지

를뿜어내는캐릭터로새롭게변형되었다. 그리고그캐릭터의특성은그의폭주하

는 초능력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울분으로 대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앤드류에게나타나는반정립적인특성은강렬한감정의경험과표현, 불안정한

대인관계, 혼란스러운가정과의관계와연관되어있으며, 이것이주변인으로겉돌

게되거나스스로를포기하고자멸하게하는행위등으로이어지게하는성격장애

의유형에서나타나는것이다. 이는가정과학교등에서폭력의피해로인한상처와

분노에서기인하는것이며, 그에따라부적응적이고왜곡된형태의관념으로발전

46) 또는 최상위 포식자. 먹이 사슬에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포식자를 의미한다.
47)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32.
48)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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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감정의 표현의 정도나 양상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49)

이러한 성격 장애의 양상을 보인 앤드류가 영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내재하고, 그능력에심취하면서자신의왜곡된관념과수많은부정적인요

소와결합하게 되고, 그 요소들이영웅이아닌 폭군으로만들어버리는촉매제가

되는것이다. 따라서영화전반에서나타나듯이, 앤드류에게가해지는주변의폭력

과 무관심은 초능력을 가진 앤드류를 신화적인 영웅이 아닌 어두운 이면을 가진

괴물이라는 반정립적인 유형으로 만들어가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현대적신화에서나타나는인물의변용은당대의사회상을반영하여나

타나는데, 영웅이아닌사회가만들어낸폭군이자괴물로서의측면은폭력과무관

심으로얼룩진사회가얼마나많은분노를자아내게만들고당사자의심리와사고

방식을멍들게만들수있는가를잘보여주는부분이며, 그에따라당사자가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폭주시키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를 표출해낼 수

있는가를묘사하기위해초능력을쓰는신화적인인물의유형과결합시켜심각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2.�길가메쉬의 동반자 엔키두,�엔키두의 양가적 측면을 다룬 앤드류의 두 친구

영웅신화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는것은주역인영웅뿐만아니라그의곁에

서도움을주는조언자의역할이다. 조언자는영웅에게동기와통찰력, 그리고수련

을제공함으로써영웅이의심과공포를극복하고여정을준비하도록돕는다. 조언

자는영웅이가야할길을일러주기도하며, 미지의세계에직면하는영웅에게필요

한 것을 제공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조언자의 역할은 서부영화나

누아르 필름, 탐정 영화 등에서 자주 드러나는 부분이다.50)

그 예시로, 쿠엔틴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감독의 <장고, 분노의 추격자

(Django Unchained, 2012)>에서는주인공장고를수련하는스승이자조력자인킹

슐츠(Dr. King Schultz,크리스토프발츠扮)가등장한다. 오우삼감독의 <영웅본색

49) 신민섭, 한수정, 영화 속의 청소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01.
50) 스튜어트 보이틸리, 영화와 신화, 김경식 옮김 (을유문화사, 2005),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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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에서는주인공인두형제를중재하며그들을돕는마크(Mark, 주윤발扮)라

는인물이조력자로등장한다. 애니메이션 <레고무비(The Lego Movie, 2014)>에

서는비트루비우스(Vitruvius)라는예언자캐릭터가주인공에밋(Emmet)을 가르

치고 독려하는 조언자로 나타난다.

길가메쉬서사시에서는조언자의역할로서엔키두가등장한다. 길가메쉬의동반

자인엔키두는그의성향을이해할수있는인물로서, 그의영웅적인면모를발현하

도록돕는조력자의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인지되고있다. 이는그가창조되었던

이유에서드러나며, 그가길가메쉬를만난이후보여준여럿의행적들이영웅신화

에서정의하는조력자의역할과유사하기때문이다. 그러나길가메쉬서사시의내

러티브흐름에서엔키두는단순한조언자/조력자의역할을넘어서는특성을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엔키두는 길가메쉬의 난폭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르크의 백성들이 괴로워하자,

신들이 그의 난폭한 성격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책으로서 창조된 인간 존재였다.

그가스스로인간임을깨닫고지혜를얻기전에는야생에서동물들과함께지내왔

으며,야성적인힘을내뿜고있었다. 그러나엔키두가여인샴하트를만난이후스스

로자신이누구인지깨닫게되었고, 지혜를얻게되었다. 여기서알수있는대목은

엔키두가야생인간으로서가질수있는역동적인측면과, 각성한인간으로서가질

수있는지혜의측면을모두가지고있는인물이라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엔키두

의 특성은 길가메쉬와의 동반자 관계에서 부각되었다.51)

엔키두는길가메쉬와필적하는힘을가지고있었고, 그힘으로길가메쉬의모험

과정에서도움을주었다. 그는백향나무숲에서훔바바와대적하였을때, 그의여행

을 돕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쉬타르가 보내온 하늘의 황소와 싸울 때에는

길가메쉬를 도와 함께 황소를 제압하고 도시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는 길가메쉬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지혜도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엔키두의양가적특성은 <크로니클>에서다르게나타난다. 즉,엔키두

의야성에서드러나는역동적인측면과각성한인간으로서의지혜적인측면을나누

51) 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 2005), 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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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놓고그측면을대표하는캐릭터를각각앤드류의두친구로설정해놓은것이다.

우선, 엔키두의역동적인측면은스티브가그것을대표하는캐릭터로나타난다. 스

티브는장난기가많고활달하며능동적인성격을지니는유형의청소년으로등장한

다. 이러한성격의캐릭터가엔키두의야성적인측면과연결될수있는것은그가

초능력을받고난뒤그초능력을통하여장난을치고활발한성품을더드러내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길가메쉬서사시에서나타난엔키두는샴하트를만나고난뒤자신이야생동물

이아닌인간이라는것을깨닫고, 인간으로서의행동을한다. 그러나그의야성적이

고활달한부분이성격으로남아있으며, 그것이길가메쉬를돕는결정적인역할을

한다. 엔키두가보여주는적극적이고능동적인형태는길가메쉬의모험에서큰역

할을하였으며, 그러한부분이단순히엔키두가길가메쉬의조력자나사환과같은

보조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마찬가지로 <크로니클>에나타나는스티브는능동적이고적극적인방법으

로앤드류를돕고, 그가자신의능력을부정적인부분에쏟지않고, 자신을드러내는

좋은방법으로나아가기위해돕는다. 이러한그의방법은대개사람들에게인기를

얻고여자를만나서동정을떼고, 남자로서새롭게태어나는부분에집중되어있다

는점에서보통의 10대남자들에게나타날수있는야성적인측면이나타난다. 마치

엔키두가 샴하트를 만나 야성성을 드러내고 인간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스티브는이미자신의역동성과적극성을발견해내었고, 앤드류도자신과같이때

로는 야성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반면, 엔키두에게드러나는지혜로운측면은, 앤드류의사촌이자가장가까운친

구인 맷에게 나타난다. 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맷은 활달하고, 장난기가 어리다는

측면에서스티브랑유사해보이지만, 단순히적극적인방식으로앤드류를고무시키

는스티브의역할과는달리지적인측면이있고, 자신이가지고있는지적인분별력

에따라, 앤드류에게지혜롭게능력을쓰는법을알려주려고하는점에서반대적인

성격을지니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는그의차분하고, 이성적인성격에서기인할

수있다고볼수있다. 그에영화내에서는앤드류를계도하려고하는역할을주로

맷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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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메쉬서사시의엔키두는인간으로서각성을한뒤, 지혜를얻었으며, 그지혜

는길가메쉬와의모험에서더빛을발하는측면을보인다. 예를들어, 길가메쉬가

훔바바와싸우기위해백향나무숲으로갔을때,죽음에대해서두려워하고, 앞으로

의모험에대한우려를하고있을때. 길가메쉬가밤에꾸던꿈을지혜롭게해몽해주

며길가메쉬가두려움을극복하도록돕는역할을한다. 그리고그가자신의능력을

맹신하여함부로발현하지못하도록조언하기도하며, 그의죽음을진심으로걱정

하고그가어려움에처하지않도록하기위해그를계도하려고하는모습도보였다.

이는엔키두가야생인간에서진정한인간실재를얻었을때, 그리고영웅이라는새

로운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측면이었다.

<크로니클>에서나타나는맷의역할은지혜를얻은엔키두의조언자이자조력

자로서의측면을충실히따르고있으며, 거기서더나아가앤드류와새로운대립을

하는이상적자아의형태로변모하여폭군이되어버린앤드류의부정적인에너지를

막고그의파괴행위에정면으로도전하는영웅으로나타난다. 그리고그가영웅으

로서의면모를보이며폭군에대항하는것은그를물리치고축출하는것이아니라,

폭군이된존재의삶을새롭게정화하고올바른길로이끌고자하는데에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한면에서맷이보여주고있는측면은엔키두가보여주는지혜로운조력자

의역할이주요한측면을이루면서도, 영웅으로서의측면을함께보여주고있다는

점에서독특성을드러내고있으며, 그것이반정립적인인물인앤드류와의대립을

통해서잘드러난다는것이다. 여기서변용되어나타난점은, 길가메쉬와엔키두와

같이영웅과그에필적하는영웅이자동반자의관계가아닌자신안에내재한어두

운에너지로인하여폭군이된타락한영웅적존재와그를돕고개선시키고자하는

또 다른 영웅적 존재의 대립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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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크로니클(Chronicle, 2012)>과길가메쉬서사시와의연결:

성장형영웅의반정립(反定立)적인유형, <크로니클(Chronicle)>

고대의신화든, 현대의영화든등장인물들간에는원형이라는개념이자리잡는

다. 원형은어떤이야기안에서한등장인물이맡고있는기능이나역할을의미하

는 것으로 어떤 등장인물이 특정한 부분에서 쓰고 있는 가면(Persona)이라고 할

수있다. 가장빈번하게등장하는원형은영웅, 조력자, 관문수호자, 전령, 변신자

재자, 그림자, 트릭스터등이있다.52) 그중에서우리는영웅과조력자의역할, 그

리고그와반대되는반동인물격의역할등을여럿의영웅신화와현대의영화들에

서 발견했다.

미르치아엘리아데(Mircea Eliade)는영웅신화에서나타나는실재가초개인적이

고, 집단적인인격의중심축이며, 사람들은그안에드러난영웅적인물을모방함으

로집단인격에참여한다. 이러한부분을표상하는집단이상의모델은개인이따라

야하는이상적인자아로적용되어나타난다. “영웅의영웅됨”은바로역사의유형

이될수있는신화적질을가지고있다. 개개인은각자영웅신화의모델을모방하

고 재현함으로써 이상적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결국 영웅 신화에서 나타나는

인물은 이상적 자아의 원형으로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53)

이러한부분을대표적으로드러내는것이길가메쉬서사시에서나타나는길가메

쉬와엔키두라는인물들이다. 길가메쉬는자신이가지고있던신적인능력을압제

하는데에사용하며사람들을괴롭히는유형이되었지만, 자신과필적하는존재를

만나고그순간깨달음을얻어영웅이라는새로운존재로탈바꿈한다. 그리고영웅

으로서자신의이름을드높이고, 신들의분노에서도시를지키는활약을한다. 그리

고그옆에서친구이자동반자로서등장한엔키두는길가메쉬가영웅으로서의면모

를발휘할수있도록돕고, 지혜로그를조언하고그를이끌어주는인도자의역할도

담당한다.

이와같은길가메쉬와엔키두의영웅적행위는고대수메르와아카드사람들에

52) 스튜어트 보이틸리, 영화와 신화, 김경식 옮김 (을유문화사, 2005), 41-42.
53)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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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범적인유형이자, 재현해야하는전형적인인물의형태로만드는결정적인요

소가되었다. 그리고이들의영웅적인모델은고대와중세, 현대를거쳐수많은변형

이 이어져왔고, 많은 이들에게 모방해야 할 유형을 제공해왔으며,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사람들에게전해져왔다. 여기서역사가신화적인원형을모방함으로써, 그

의미를갖는다는것이며, 역사적인인물이신화적인원형을통해서기억된다는것

을 역설하는 것이다.

하지만신화는시대와함께변화하며, 이러한신화의변형은사회질서의성격의

변화와관련이있다. 따라서새로운신화가만들어지기보다는사회관계에서나타

나는 변화에 따라서 그 신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윤리적인 특성을 바꾸어 놓기도

한것이다. 그에따라새로운선과악의기준을만들기도하고, 새로운도덕적기준

을만들거나교훈을제공하기도한다.54) 따라서, 신화의스토리텔링은현대에서다

양한매체와컨텐츠를통하여새롭게변형하고발전하였고그것은당대의사회상을

반영하기도하며, 당대사람들의열망과생각을반영해내는도구가되기도하였다.

크로니클의전반적인내용은변형된신화의전형적인형태를드러낼뿐만아니

라그신화의내용을비틀고새로운의미를던져주면서당대의사회상에대해이야

기하고자하였다. 크로니클에서드러난앤드류는본래압제를당하고주변인으로

사람들에게소외되는그런존재였으나, 어떠한계기를통하여영웅적인힘을가지

게된인물이다. 그는그능력을자신의좋은모습을드러내는등의올바른방향으로

나아갈수있는선택을할수있었지만그는그길을선택하지않았고, 자신이가진

능력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압제하는 역할이 되고자 하였다.

이는사회의약자에게가하는압제적인폭력에대한울분과스트레스가신화적

주인공의내면의사고방식을왜곡시키고, 그에게또다른폭력을일으킬수있도록

유도했음을암시하는것이다. 그리고그것을증폭시키는것이초능력이라는신적인

능력에서나타난다고보았다. 현대학생들사이에서왕따와같은학교폭력이성행

하고있으며, 경찰과 교육계에서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모습은

보임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막을수없는폭력적인상황이일어나게되며, 주변

사람들은그것에대해서무관심으로대응하는일들이빈번해졌다. 그리고이러한

54)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1),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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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잦아지고 있는것이현재청소년들에게나타나는 문제이다. 그에 따라

사회의폭력과무관심으로인해얼룩지고왜곡된청소년들은총기나흉기, 화기등

의무기를들고사람들에게상해를가하고또다른피해를만들게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조차 파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일들은트랭크감독이살고있는현대의미국사회에서빈번한일이었

으며, 이외에도세계의여러지역에서나타나는청소년들의문제이다. 트랭크감독

은이러한사회상의문제점과신화적요소를조합시켜자신의작품을만들어냈고,

그에따라자신을억압하는사회에대한분노로울부짖는반정립적인길가메쉬, 앤

드류를만들어낸것이다. 앤드류를중심으로전개되는크로니클의이야기는사회의

어두운이면이만들어낸 10대의어두운에너지가얼마나많은것을시사할수있는

지를보여주고있다. 이를위해길가메쉬로부터시작하여수많은히어로코믹스에

서나타나는영웅의면모를비틀고그영웅의모습을보일수있는잠재적캐릭터가

폭군이 되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크린 속의 신화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앤드류와 같은 유형의

인물들을관찰하고, 그에게서반영되어나타난현대의모습들을발견해내는것이

다. 그리고그러한유형의인물을만들지않도록하기위해사람들이소외당하거나

폭력을당하지않도록하는사회질서를만들어내고자하는교훈적인측면을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교훈을던지기위하여반정립적인캐릭터의동반자이자, 남아있는영웅의

전형을크로니클에서제시하고있다. 그중에그의오랜친구인맷에초점을맞추고

있으며, 앤드류를진심으로 걱정하고 그의 편이되어줄수 있는이상적인 유형의

인물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을

지에대해서길을제시하고자하며, 그에대한이상적인모델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부분을통해알수있는것은,크로니클이비록신화의전형적인내용의흐름

을비틀고있는반정립적인내용을드러내면서도, 신화를통해당대사람들에게말

하고자하는것을분명히제시하고있으며, 독특한유형의인물들을제시함을통하

여 그 의미를 좀 더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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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헐리우드로대변되는미국의영상컨텐츠는전세계적으로폭넓게수용되고소비

되어왔다. 최근에는히어로코믹스를바탕으로한실사영화가등장하면서 “슈퍼히어

로의신화”가첨단유행의중심으로자리잡았다.55) 슈퍼히어로나마법사와같은

초능력을지닌캐릭터들이중심인물로등장하는영화들을통해서볼수있는것은

고대의영웅신화가영화와같은현대의컨텐츠를통하여구현될수있다는것이다.

영화 크로니클(Chronicle)과길가메쉬서사시는등장하는인물의유형을볼때
서로유사한측면을보이고있다. 이러한측면을통해서알수있는것은길가메쉬

서사시에서나타나는인물들의유형들이현대적인관점에따라만들어지고, 비틀어

지기도하며, 또는그성격을양분하여각각캐릭터를만들어내고, 스크린에재현하

였다. 그리고그캐릭터의변용에따라서이야기를변용하여, 현대의사회상을반영

하는새로운신화를구축해내었다. 이새로운신화를통하여영웅신화에서나타났던

모델의반대유형을제시하고, 그에따라현대사회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이야기하

기도하며그여파로인하여어떤결과를만들어낼수있는지를역설하는것이다.

신화는시대를타고새롭게변용되며, 그안에서다양한기능을할수있다. 그것

은신화적인물이라는일종의모범적인부분이나, 국가의건국, 제왕에대한신화적

인 찬미와 같은 고대의 신화적인 요소에서 당대 사회에 대한 반영적인 부분이나

교훈적측면을제공하기도하며, 때로는사회상에대한비판과그에대한해결책과

전환점의제시를촉구하는현대의형태로변모해가는것에서알수있다. 그리고

이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현대의신화는고대에서부터발전한스토리텔링을당대의관점과상황에

따라새롭게발전시키고사회에대한주요쟁점을던지기도한다. 이와같은부분을

파악하는차원에서단순히고대신화와현대의영상컨텐츠를단순하게비교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에 따라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

볼수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그강조하고자하는쟁점에서어떤사회상을드러내

55) 박인기, ｢수퍼마법사(Super Magician)의복귀 : 수퍼히어로신화(Super HeroMyth)로
해석한 ‘해리포터(Harry Potter)’의신화｣, 종교학연구30 (한국종교학연구회, 201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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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고대의신화들을그대로재현하거나, 현대적으로변용하여영웅신화의단계

들을그대로밟아가는영화나애니메이션뿐만적용되는것은아니다. 고대의신화

들에서나타나는과정이나인물들의특성을새로운차원으로재해석하거나, 전혀

다른방식으로비틀어서표현하는방식에도적용될수있다.즉,영웅신화의반대적

인측면을강조하고, 그강조점을중심인물의변화에초점을맞추면서중심인물의

배경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인함의를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그 함의를어떻게

신화적인용어로구현해내고자했는지를탐구하는것이다. 이를통하여, 자신들만

의신화를새로운방법으로창안하고, 신화속의인물들과그내용이내포하고있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길가메쉬 서사시, <크로니클>, 슈퍼 히어로, 길가메쉬, 대중매체, 영화와

신화, 영웅 신화, 반정립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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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ntemporary Heroic Myth through the 

Antithesis of Hero and Role of Companion
 : Reinterpretation of the Epic of Gilgamesh based on Movie 

"Chronicle(2012)"

Seo, Chang-lib(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focused on interpreting how ancient heroic myth changed 

in the modern age in comparison with the medium of film among modern 

mass media. In particular, we try to find the message about situation of 

modern society through the contemporary media, through how the character's 

personalities were newly reflected and the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the 

newly reflected parts. Through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character typical of heroic myth by interpreting 

the types of characters appearing in the movie "Chronicle(2012)"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the epic of Gilgamesh. 

Heroic Myth is basically described the growth and achievement of hero, 

and has emerged in various divisions in all cultures of the world. Ancient 

people created various stories based on the folklore that had been handed 

down from their ancestors, and composed the stories into various forms, 

such as Oral mythology and epic poem. through this process, ancient heroic 

myths were passed on to modern people with various forms of records.

Heroic myth are central to the story by a person with mythical 

characteristic of "Heroes." Heroes are given extraordinary abilitie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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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either from heaven or from god. And they come into the human 

world with the ability they are given and embody it in a divine form eo 

make achievements. A hero can be a monarch who rules a nation through 

his abilities, or a hero in tragic. Or they saved the people at their own 

sacrifice. 

Hero mythology exists in various forms, and has each characteristic 

of myth and legend. That is, it takes a form that includes both unrealistic 

and realistic features of myths and legends through various aspects of the 

hero. This mythology created the beauty of the human world through the 

story of a hero, and through his normative aspect, he present a lesson 

in Justice. Among them, The Epic of Gilgamesh was the first heroic myth, 

which provided a frame for the existing heroic myth. The epic of gilgamesh 

in divided into stories about the adventures of Gilgamesh anc Enkidu and 

a journey to meet Utnapishtim(or Atrahasis) in search of eternal life.

In the beginning, Gilgamesh, the king of Uruk, meets a companion 

named Enkidu. And Gilgamesh has changed from tyrant to hero. In Ancient 

Sumerian and Akkadian, one can see how a hero grew up through the 

friendship, and what was behind that growth. Through Gigamesh, who hs 

strong power but has not developed a heroic aspect, and Enkidu, who appears 

to march him, through which he drew an ideal figure as a human being. 

The heroic aspect of the Gilgamesh Epic was connected to the ancient 

literature, such as, Iliad and Odyssey. It has also been followed by epic 

poems in the middle ages and a modern novel. And in modern times, new 

forms of heroic myth(or epic) appeared in many genres.(Graphic novels, 

animations, movies, and TV Dramas) In this times, especially, heroes from 

myths and legends have been newly portrayed according to the view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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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mporary people, and variously painted according to the background 

of the day. 

For example, in movies such as "The Magnificent 7", the westerns 

movie featured seven heroic figures in the background of the American 

frontier, while "the Batman" of DC Comics shows how Bruce Wayne emerges 

as a hero against the backdrop of a virtual city(Gotham), the near future. 

The two examples that symbolize contemporary myths show that characters 

with hero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etting of the times or hypothetical 

background, are not stereotyped and revealed as they are, but in new and 

diverse forms. And this variety forms has developed in a way that constructed 

a new heroic myth that delievers a social message with the emergence 

of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This suggests that modern mass media, like as the Epic of Gilgamesh, 

can be reinterpreted and re-applied to the central figure. The next step 

is to find and interpret the hero mythical elements and their meanings that 

appear in contemporary mass media. For this Purpose, the first thing to 

interpret i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Namely, It is to identify 

the ideal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hero stories and characters in the 

mass media, and to explore what points were found in the interpretation, 

by comparing each aspect of the characters(hero, companion, antagonist)

In this process, Based on modern ideas about the ideal that ancient 

people thought of in heroic myths and modern people's interpretation of 

heroism, modern myths are reconstructed and depicted in various forms. 

And It defines modern mass media as "A New types of myth" and allows 

them to conjure up the emotions and perspectives of modern people that 

emerge within the myth, and the new ideals, and huma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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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new persona in the modern "A new types of Myth", the 

director of the movie understood how he wanted to express the society 

of the day, how he described the changing emotion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society, and how he wanted to talk about the problems they were 

having in society. And the modern media is to form a new type of hero 

ic myth in ancient times and other forms. This form of heroism is interpre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ovie "Chronicle" and through the changes 

of the main characters.

Key Word: The Epic of Gilgamesh, Chronicle(2012), Super Hero, Gilgamesh, 

Movie, Myth, Mass media, Heroic Myth, Antith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