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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레마>, <벌집의 정령>, <시>는 시공간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리얼리즘

작품으로서

타자성을

표상하는

유령을

출현시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때 작품 속 ‘유령’과 ‘유령적인’ 인물은 상호작용하며,
비현실과 현실 그리고 유령인 타자와 유령적인 타자 간의 상호성은
타자의 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테오레마>는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부르주아 가정이 손님이자 유령을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타자성에
대한 반응을 살핀다. 이때 두드러지는 것은 부르주아 가정 내에서
유령적

타자인

에밀리아의

존재이다.

<테오레마>는

손님-유령이

아니었다면 발견할 수 없는 에밀리아와 시골이라는 주변부의 타자화된
또

다른

현실을

드러낸다.

정령>은

<벌집의

패잔병이라는

정령을

소환한다는 것이 어떻게 기억의 윤리를 실천하는가를 탐구한다. <벌집의
정령>에서 내전의 트라우마와 프랑코 독재 정권 하의 스페인 사회를
귀신들린

것으로

묘사되는데,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는

인물들은

‘유령적’이 되어가는 동시에, 여주인공 아나는 억압되고 배제된 패자의
역사

자체인

정령을

실제로

찾아

다닌다.

과거

자체인

정령을

마주하려는 아나의 태도는 아나의 아버지인 페르난도의 세대가 침묵해온
기억을 대면하는 윤리성을 갖는다. <시>는 인물이 어떻게 유령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스스로 유령이 되어감으로써 타자에 대한 극단적 윤리를
실천하는가를 보여준다. 작중에서 치매로 인해 언어를 잃어가는 미자는
한편으로는 상징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합의와 계약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능케하는 조건이 된다.
미자는 실재계를 경험함으로써만 가능한 ‘타자로서 보기’를 실천하면서
합의와

계약이

전제하는

직선적

시간관을

비틀고

타자의

아니라면 볼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주요어 : 영화의 리얼리즘, 유령성, 윤리, 파졸리니, 에리세, 이창동
학 번 : 2017-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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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이 글의 목적은 리얼리스트 감독들의 작품에 나타난 유령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인 작품들은 시대순으로 각각 피에르 파올
로 파졸리니(Pier Paolo Pasolini)의 <테오레마>(Teorema, 1968), 빅토르 에
리세(Víctor Erice)의 <벌집의 정령>(El espíritu de la colmena, 1973), 이창동
의 <시>(Poetry, 2010)이다. <테오레마>는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손님유령(guest-ghost)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부르주아 가정을
그린다. <벌집의 정령>은 내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한 마을에
서 스페인 사회가 상실한 가치를 정령으로 형상화할 뿐 아니라, 어린 여
주인공 아나(Ana)로 하여금 그 정령을 찾아 다니고 만나게 한다. <시>는
죽은 타자를 시로써 애도하고 종국에는 스스로 유령이 되어가는 미자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령인 희진을 카메라 앞에 나타나게 한다. 세 작
품은 각각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이라는 공간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동질적이지 않다. 또한 각기 다른 서사로 인해 뚜렷한 개
성을 지닌 작품들이지만, 세 작품 모두에서 디제시스(diegesis) 1 내의 유
령은 명백하게 타자성으로 기능하며, 작중 인물들과 유령이 상호작용한
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세 작품을 한 데 묶어놓고 볼 때에야 리얼
리스트 감독들의 작품에 나타난 타자성으로서의 유령과 그 유령이 지니
는 윤리성이 더욱 선명하게 관찰될 수 있다.
이 글은 유령의 인간적 형상을 세 작품을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자 리얼리스트 감독들이 타자로서의 유령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라고 전제
하고 출발한다 2 . 세 작품에서는 모두 유령이 실제 배우에 의해 연기될
디제시스란 일차적으로 서사의 내용, 이야기 속의 허구적 세계를 일컫는다. 특히 영화
에서는 허구적 현실로서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가리키게 된다. 영화에 재현된
현실 속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디제시스에는 삽입된 소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당연하게도, 유령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리얼리즘 영화는 아니다. 대표적
1

1

뿐만 아니라, 서사 내에서도 다분히 인간적으로 나타난다. <테오레마>에
서 손님은 한 부르주아 가정의 파티에 초대받은 친구처럼 등장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성관계마저 맺을 수 있는 육체를 지닌(corporeal) 인간으로
등장한다. <벌집의 정령>은 몽타주라는 영화적 기술을 통해 살아있는 인
물들을 유령처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 아나의 입장에서 패잔
병이라는 정령을 내보이기도 한다. 아나는 자신이 정령이라고 믿는 패잔
병에게 사과를 건네거나 신발끈을 묶어주는 등, 그를 환대한다. <시>는
죽은 희진을 카메라 앞에 세움으로써 관객과 마주하게 하는데, 이때 희
진은 서사적으로는 죽어있는, 즉 유령이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처럼 인간적인 형상을 한 유령은 여태껏 문학이나 영화에서 유
령이 그려지던 방식과는 구분된다. 기존의 문학과 장르 영화에서 유령은
죽은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었거나, 몸은 없으나 소리, 또는 스치는 느낌
등 이상한 감각으로만 감지할 수 있었기에 “개인과 공동체의 공간에 섬
뜩하게 분출”(uncannily erupts in the space of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Villano 165)하는 것처럼 그려져 왔다. 반면에 이 글에서 다
룰 세 작품 속 유령은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는 인물들
이 유령과 거리낌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즉 외형적으로
별 다를 것 없는 유령은 작중 현실 속에서 환대 받는다.
이 글에서 다룰 세 작품들은 모두 리얼리즘 작품이라고 일컬어져 왔
거나, 리얼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을 지닌 감독들의 작품이다. 따라서 세 작
품의 선행연구는 리얼리즘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 굵직한 논의들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테오레마>의 경우 밀리센
트 조이 마커스(Millicent Joy Marcus)가 이 작품을 네오리얼리즘에 “반동
적인”(reactive; 261) 리얼리즘을 구현해낸 것으로 읽는다. 마우리치오 비
아노(Maurizio Viano)는 파졸리니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타자성으로서의
인 예로, <유령과 뮤어 부인>(The Ghost and Mrs. Muir, 1947)에서 그렉 선장(Captain Gregg)
의 유령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작품들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고, 배우에 의해 연기되는 만큼 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다.
다만 이 영화는 리얼리즘 영화라기보다는 미스터리라는 장르 영화이며, 이 글에서 다룰
영화들과 달리 유령이 타자성을 표상하지도 않는다.

2

동성애가 어떻게 텍스트의 생산자가 인식하는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리얼리즘으로 기능하는지를 연구하는 맥락에서 <테오레마>의 손님이 지
닌 타자성을 분석한다. <벌집의 정령>의 경우에는 후안 파블로 파체코 베
하라노 (Juan Pablo Pacheco Bejarano)가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적 특징이
면서

동시에

스페인

문학을

대표하기도

하는

고딕과

그로테스크

(grotesque) 양식을 통해 <벌집의 정령>이 내전의 트라우마를 리얼리즘
적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시>의 경우, 정우숙은 <시>를 다큐멘
터리적 기법으로 인한 리얼리즘과 (죽은 희진의 등장이라는) 비현실 사
이에서의 긴장을 보이는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고, 황혜령(Hyeryung
Hwang)은 <시>를 한국적 네오리얼리즘의 맥락 내에서 “윤리적 야심을
보이는 기획으로서의 리얼리즘”(realism as an ethically ambitious project;
53)으로 본다.
흥미로운 것은 세 작품이 리얼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 왔으면
서도 동시에 드물게나마 유령론에 의거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실재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언어적 재현인 “문학적 리얼리
즘”(literary realism)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초현실적인 것, 신비적인
것, 그리고 불가사의한 것과는 아주 관련이 적다”고 여겨져 왔는데
(Smajić 1), 전후 영화사에서 영화의 존재론 자체가 리얼리즘이라는 견해
가 지배적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3 , 영화적 리얼리즘에서의 유령은 더욱
모순적일 수 있다. 그런 만큼 세 작품들을 유령론으로 접근한 선행연구

영화와 텔레비전을 분석하는 매체 이론가인 프란체스코 카세티(Francesco Casetti)는
『영화 이론: 1945-1990』(Teorie del cinema: 1945-1990)에서 전후를 기점으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었다고 본다. 그는 이로 인해 영화는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지
고 그 안에서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영화의 존재론, 영화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장
이론(field theory)—에서 영화가 연구되어왔다고 말한다 (9-22). 특히 초기에는 영화의 존
재론에 대한 논쟁이 생겨났고, 이는 크게 영화는 현실이라는 존재론, 상상이라는 존재론,
그리고 언어라는 존재론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영화는 현실’이라는 주장을 펼친 이
론가로는 현실과 영화의 극단적 일치를 주장하는 체사레 자바티니(Cesare Zavattini)부터
영화가 내러티브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한 귀도 아리스타르코(Guido Aristarco), 그리고 피사체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시간성까
지 더할 수 있는 영화의 속성 때문에 영화는 현실이라고 한 앙드레 바쟁(André Bazin)과
바쟁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재생산적 성질을 강조한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지그프트 크라
카우어(Siegfried Kracauer)가 대표적이다(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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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흔치 않다.
굳이 유령론에 입각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세 작품에는 초자연적인 존
재가 등장하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것을 유령, 환영 혹은 초자연적이라
는 단편적인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테오레마>의 경우, 안젤로 레스티
보(Angelo Restivo)는 손님을 “환영”(apparition) 또는 “팔루스 자체”(the
phallus itself; 91)라고 보았고,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알레시아 리챠르디
(Alessia Ricciardi)는 <테오레마>를 “애도의 불가사의함”(the enigma of
mourning; 10)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보는 맥락 속에서 손님을 “유
령”(ghost; 158)으로 읽는다. <벌집의 정령>은 이미 제목에서부터 작품이
정신(spirit)이면서 동시에 유령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 “정
령”(el espíritu)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 라바니(Jo
Labanyi)는 작중 패잔병이 어떻게 프랑코 독재 하에서 침묵 당하고 배제
되는 역사의 뒤안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억압과
배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패잔병이나 괴물같은 존재들이 유령성을 지
니게 되는가를 분석한다. <시>의 경우 마지막 시퀀스에 등장하는 희진의
모습은 주로 혼령이라거나 유령이라고 칭해진다(“희생된 소녀에 빙의된
영매적 존재”, “혼령과의 소통” (정우숙 240), “유령의 경험”(신철하 379)).
죽은 희진이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시>는 유령 혹은 죽음이라는 테
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다. 신철하는 <시>의 주인공 미자
가 어떻게 상징계의 경계에 있는 인물로서 유령인 희진과 동일시되는지
를 분석한다. 서영채는 <시>를 카메라 시점이라는 영화만의 독특한 기법
을 통해 “죽음의 시선”이자 “겹의 시선”을 구현해낸 작품으로서 관객마
저 죽은 희진에게 “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진정성”을 실천한
작품으로 읽는다(43-8).
이처럼 세 작품의 연구사를 받치는 두 기둥이 유령과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리얼리스트의 작품에 유령이 왜 등장하는가를 다룬 연구는 드물
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우연히도 세 작품에서는 작중의 인물
과 유령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고, 이는 유령이 현실 혹은 리얼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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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관계를 살피게끔 해주는 공통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
로 이 점에 착안하여, 리얼리즘 작품에서 유령의 존재와 인물들 간의 상
호성을 중심으로 세 작품을 분석한다. 아래에서는 영화적 리얼리즘에서
유령의 출현을 다루는 연구가 어떻게 타자성의 윤리라는 의미와 연결되
는지를 살핀다.

(2) 연구의 내용
『옥스포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유령(ghost)을 “죽
은 사람의 영혼으로서, 산 자에게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지거나 그 존재
를 현시한다고 말해지는”(The soul of a deceased person, spoken of as
appearing in a visible form, or otherwise manifesting its presence, to the
living)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령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때로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가 『착한 여자들의 전설』 (Legend Good
Women)을 쓴 1385년을 꼽고 있다. 고대에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묘사
하는 구별적인 어휘가 부족”(the lack of a distinct vocabulary to describe
these phenomena; Felton xii)했음을 감안하여 유령을 광의의 차원에서 본
다면, 언어적 재현에서 유령의 출현은 고대 그리스 로마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이처럼 유령의 역사를 추적하자면 기원전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거슬
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본격적인 비평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자크 데리
다(Jacques Derrida)가 『마르크스의 유령들』(Spectres of Marx)을 발표한
1993년 이후다. 그간 로고스와 현존을 우위에 두어 온 서양의 형이상학
전통 하에서 계몽주의, 산업화, 근대화의 역할은 유령을 “확실히 없애는
것”(to get rid of ghosts definitively; Davis 6)이었다. 테리 캐슬(Terry
Castle)은 이 시기의 합리주의가 “일종의 유독성 부작용처럼 기이함, 불
안, 당황, 그리고 지적인 교착 상태와 같은 새로운 인간 경험 역시 만들
어냈다”(also produced, like a kind of toxic side effect, a new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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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strangeness, anxiety, bafflement, and intellectual impasse; 8)
고 지적함으로써 이성중심주의와 유령이라는 비이성이 쌍둥이이기도 하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역사적으로 유령은 언제나 그림
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인식선상에서 데리다는 실재적인 것과 비실재
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확고한 구분, 현존하는 것과 현존하지 않는 것
사이의 존재론적 대립을 부재의 존재(presence of the absence) 그 자체인
유령을 통해 해체하려 한다. 유령론(hantologie)이 프랑스어의 존재론
(ontologie)에 해당하는 용어와 발음이 같다는 언어적 유희에서 고안된
개념인 만큼, 유령이라는 비존재와 존재가 엮여 있다는 것이 데리다의
유령론의 골자이다.
유령에 대한 비평적 관심이 현대에 들어서야 증가하였다는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문화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데리다의 유령론은
현대 문화와 유령(성) 간의 필연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 그는 자
신의 또 다른 저작 『에코그라피』(Echography)에서 텔레비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이나 목소리 녹음 등의 유령적 성질을 설명한다. 여기서 데
리다는 특히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사진론—피사체가 거기에 존
재했음—을 주해하면서 “사진의 현대적 가능성, 그것은 바로 동일한 체
계 안에서 죽음과 지시체를 결합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사진에 덧붙여
데리다는 “영화란 일종의 ‘환영의 싸움(fantomachie)’”이라고까지 말한다.
사진과 영상의 차이를 시간의 흐름과 물체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데리
다의 이 말은 환영들의 움직임을 뜻한다. 즉 데리다는 영화 자체가 움직
이는 환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촬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진이
나 영화 등의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는 한에서, “사로잡혀[귀신 들
려]”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영화와 유령 사이의 태생적 긴
밀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와 유령 간의 특별한 관계는 비단 이론의 영
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 역시 인지할 정도로 만연한
생각이기도 하다. 태국의 영화 감독 아피찻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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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rasethakul)은 ⸢어둠 속의 유령⸥이라는 에세이에서 영화를 유령에 비
유한다. 그는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지만 지금 이곳에 있지 않는 스크린
위의 존재들은 모두 유령같은 존재들이다. 또한 무엇엔가 홀린 듯 어둠
속에 앉아 스크린만을 응시하는 관객들 역시 유령같은 존재들”(최화선
169)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데리다 이후의 문화 연구자들이나 유령 이야기를 논하는 비평
가들은 유령이나 귀신들림이라는 현상이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굳어
지면서 비역사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만약 데리다가 말하
는 것처럼 역사 자체가 귀신들려 있다면, 이미 귀신들린 역사 내에 등장
하는 유령의 의미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4 . 따라서 마리아
델 필라 블랑코(María del Pilar Blanco)와 에스더 피어린(Esther Peeren)은
역사를 초월하여 쓰이는 유령 및 귀신들림이라는 개념과 구체적인 작품
이나 역사라는 특정한 맥락 내에서의 유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5.
[…] 데리다 역시 비슷하게 상실과 부재 사이를 비역사적으로 융
합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접되어 있고, 근본적이지 않으
며 대안적인 존재론으로서의 유령론은 보편성과 역사초월주의를
향해가는 경향 속에 있는 라카프라의 부재라는 개념에 필적한다.

예컨대 『빅토리아의 초자연』(The Victorian Supernatural)의 저자들은 “데리다에게 역사
란 구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귀신들려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귀신들림에서 초자연
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문제는 유령이 일련의 해체적 비유들 중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for Derrida, history is structurally and necessarily haunted, but where is the
supernatural to be found in this kind of haunting? The problem is that the ghost is only one
in a series of deconstructive tropes; Leeder 9에서 재인용)라고 말한다. 달리 말해 이들은
역사 자체의 유령성보다 구체적 시공간 내에서 유령이 지니는 특수한 의미를 찾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5 물론 데리다는 “귀신들림은 역사적이다”(haunting is historical)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때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 자체로, 구조적으로 유령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
런 의미에서 블랑코와 피어렌은 “[귀신들림의 역사성은] 데리다가 불러내는 유령이 이상
하게도 역사적 맥락에서 붕 떠있게끔 한다. 그 유령은 모든 유령들처럼 유령의 일반적
성격으로 환원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아진다”(causes the specters he conjures to remain
strangely unmoored from historical contexts, as all ghosts, by being reduced to their most
general characteristics, become essentially the same; 14)고 말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데리
다가 말하는 귀신들림에는 “날짜가 없다”(not dated; Specters 4)고 하는 데리다의 말을 직
접 인용하여 설명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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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리다가 “귀신들림을 하나의 개념으로 구축함으로써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개념 중에서, 그리고 존재와 시간이라는 개
념과 함께 시작하면서 말이다”라고 말할 때 분명해진다. 물론 구
조적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그러하듯이 귀신들림의 이 같은 범용
적인 개념도 쓸모가 있다. 하지만 “일련의 해체적인 비유들에서
오직 하나”로서, 사실상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는 메타적인 개념
으로서의 유령과 유령과 귀신들림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
정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다시-초자연화될 수도 있을 때의 더욱
구체적인 개념 간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
...Derrida could be said to be guilty of a similar dehistoricizing
conflation to that between loss and absence. Hauntology, as a
disjointed, non-foundational alternative ontology, rivals LaCapra’s
notion of absence in its tendency towards universality and
transhistoricism, as becomes clear when Derrida state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haunting into the very construction of a
concept. Of every concept, beginning with the concepts of being and
time.” Undoubtedly, such a generalized notion of haunting has its
uses, as does the idea of structural trauma. A distinction, however,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ghost as “only one in a series of
deconstructive tropes,” a meta-concept that comes to possess
virtually everything, and its more specific conceptualizations, where
ghosts and haunting are taken up a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particular, and where they may even be re-supernaturalized (14).
유령론의 초역사성에 대한 지적은 영화의 속성을 유령으로 보는 시각에
도 예외는 아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머레이 리더(Murray Leeder)는 영화
의 본질을 유령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910). “영화의 ‘본래적’ 형상으로서의 유령”(the spectre as the ‘ur’ figure of
cinema; Cholodenko 100)을 가정하는 것은 스크린상의 인물들을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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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령으로 간주하게 되고, 따라서 작중의 유령과 유령 아닌 인물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적어도 디제시스적으로
는 ‘진짜’라고 가정되는 유령들”(ghost supposed, at least diegetically, to be
‘real’; 10)을 탐구하고자 한다.
리얼리즘 작품 속 유령은 구체적인 현실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에리히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가 말하는 것처럼 미메시스로서의 리
얼리즘을 “현실과 현재의 세계”(a world of reality and of the present; 219)
를 그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거에서 온 유령은 리얼리스트가 묘사하는
현재를 비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리얼리즘을 “평균적이고 보통적이고 전형적인 것과 관련된 문학”(a
literature that is concerned with the average, common, and typical)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a way of seeing; Borus 9)
이기도 하다고 본다면, 리얼리스트가 관찰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실
속 유령은 다른 텍스트에서 등장했을 유령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맥락을
갖는다. 유령론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에이버리 고든(Avery Gordon)
은 유령을 하나의 “사회적 형상”(a social figure)으로 간주한다. 고든에
따르면 유령은 축자적 의미에서 죽은 자의 귀환 이상으로, “당연시되는
현실”(taken-for-granted realities)에 관여하는 기호로 작용할 수 있다. 유
령이라는 기호가 갖는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역사와 주체성이 사회적
삶을 만들어가는 밀도 높은 장소”를 발견하게끔 한다는 것이다(8). 만약
고든의 말대로 유령이 “기호”이자 “사회적 형상”으로서의 유령이 출현한
바로 그 현실을 되돌아보게끔 할 수 있다면, 구체적 시공간 속에서 리얼
리즘적으로 재현된 영화에서 유령을 분석하는 작업은 감독이 인식한 현
실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리얼리즘 작품에서 유령을 분석하는 작업은 현실 속 타자를 발견하는
일과 맞닿아있다. 앞서 고든이 유령을 축자적으로만 보지 않았듯이, 블랑
코와 피어렌 역시 유령을 “비유적이지 않은 유령”(non-figurative ghosts)
과 “비유적인 유령”(figurative ghosts)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비유적이지
9

않은 유령”의 예시로 “돌아온 사자, 그리고 ‘실재’라고 여겨지는 것 너머
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른 유령적인 존재나 이미지”(the returning dead,
and other ghostly beings or images emanating from realms beyond what is
considered the “real”)를 들고 있고, “비유적인 유령”은 아주 넓은 의미에
서 기술적 재생산으로 인한 환영까지를 포함하며 대체로 주변부화된
(marginalized) 것을 일컫는다(“Popular Ghosts”; x)고 말한다. 나아가 문
학과 같은 재현 체계에서의 유령은 타자성과 더욱 관련이 깊다. 비앙코
델 빌라노(Bianco Del Villano)는 『유령적 타자성』(Ghostly Alterities)에서
유령이 자아를 뒤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재고하게 하는 긍정
적 시작점”(a positive starting point to re-think the system; 8)이 되는 타자
라고 말한다. 그녀는 특히 역사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투명한 창이
아니며, 언어적 재현의 한계로 “재현 불가능하고 말해질 수 없는 것”(the
non-representable and the unspeakable; 17)은 억압되어 있으며 유령적 형
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유령을 듣는다는 것은 [타자와 자아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없이 언제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들어야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타자는 자신과 비교했을 때
타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의문시하면서 그 타
자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제목인 유령적 타자성은 기실 유령
성이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에 유령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발견하
고 해체하며, 동시에 문학과 문화에서 타자와 연관된 인물들이 어
떻게 항상 어느 정도는 유령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방인, 손님
등등). 과거에 유령은 강력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헤게모니적 담론
의 중심주의적 관점에 비교하면 주변적이었다.
To listen to the ghosts leads to the awareness that there can always
be another meaning, another story to listen to, without the illusion
of completely annulling the distance. The Other partly will remain
Other in respect to the Self; what counts is to try to come into the
10

proximity of him/her, by questioning the Self. The title Ghostly
Alterities, in fact, refers to the attempt to deconstruct and detect the
way in which spectrality is configured from one time to another, at
the same time emphasising how the figures associated with the
Other in literature and culture are always somehow spectral (the
stranger, the guest and so on). In the past, the spectre, though a
powerful character, was marginal in relation to the centralistic
perspective of the hegemonic discourse (25).
델 빌라노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유령이 ‘구성’될 수 있고, 또 문학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할 때, 타자가 어떻게 유령적이 되어가는가에 방점을
찍는다. 리얼리즘 작품에서 비현실적인 요소인 유령을 불러들이는 것은
이데올로기 내에서 타자화된 존재를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자성을 표상하는 유령과의 상호작용은 타자에 대한 윤리를 강조한
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s)는 “유령에 신경
쓰는 것은 유령이 레비나스적인 타자의 공간을 점하는 한에서 윤리적인
명령”(attending to the ghost is an ethical injunction insofar as it occupies
the place of the Levinasian Other)이라고 말한다. 데이비스는 지적인 한계
로 인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령과 타자라는 존재가 갖는 불가해성
을 나란히 놓고 보며, 그러한 유령 혹은 타자가 갖는 타자성을 지키는
것이 곧 유령론이 제시하는 “해체주의의 윤리적 전회”(the ethical turn of
deconstruction; 10)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작품은 (블랑코와 피어렌이 사용한 용어
를 빌리자면) “비유적이지 않은 유령”과 “비유적인 유령”의 상호작용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델 빌라노는 벤 오크리(Ben Okri)의 『굶주린 길』
(The Famished Road)에서 “말해지지 못하고 보여지지 못한 현실의 양상을
표면 위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준 것은 주인공이 유령성을 볼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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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고 관찰한다 (27 필자 강조)6 . 이 글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유령을
인식할 수 있는 힘, 그로 인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 작품을 분석한다. 2장은 <테오레마>를 한편으로는 손님-유령
이라는 존재를 맞닥뜨린 부르주아 가정의 파괴를 그리는 과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손님-유령을 알아보는 하녀 에밀리아의 유령성이 드러나는
방식을 그린 작품으로 읽는다. 3장은 <벌집의 정령>을 아나가 프랑코 독
재 정권 하에서 억압된 정령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기억의 윤리
를 간직하는 성장 서사로 읽는다. 4장은 <시>를 담론을 통해 타자를 배제
하는 상징계를 비판하며 스스로 유령이 되어감으로써 타자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미자의 유령시학으로 읽는다. 한편 각 장의 1절에서는 먼저 세
감독들이 리얼리즘과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 짓는지를 간략히 살핀
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의 리얼리즘과 과거의 연결
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구체적인 작품들에서 유령으로 표상된 과거를 불
러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게 해준다.

디제시스적으로 유령이라고 여겨지는 존재와 유령적인 존재가 상호작용한다고
할 때, 하필 이 세 작품에서 유령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들이 여성
인물—에밀리아, 아나, 미자—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이를 여성주의
적으로만 읽기에는 <시>가 남성 학부형들과 미자를 대조시키는 것만큼 다른 작
품에서도 젠더의 대립이 뚜렷하지 않다는 걸림돌이 있다. 예컨대 <테오레마>에
서 손님은 선행연구에서도 타자성으로서의 동성애를 현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
과 같은 맥락에서 남성인 것은 맞지만, 손님과 맞닥뜨린 인물들의 반응이 대조
되는 것은 부르주아와 하층계급이라는 대립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젠더가 주축
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벌집의 정령>에서도 가부장의 위치를 점하는 페르난도
와 아나가 정령을 대하는 태도가 대비되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보다는 역
사적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세대 간의 차이가 중심이 된다. 하필 세 인물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젠더를 중심으로 유령성을 분석하기에는 흥미로워 보이지만
텍스트 내에서 그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작품이 타자를 인지하는데 예민한 감각을 지닌 인물로서, 유령과 마찬가지로 타
자화 되어온 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12
6

2. <테오레마>: 유령적 타자의 발견
(1) “과거의 힘”: 파졸리니의 리얼리즘

파졸리니는

1968년

존

“네오리얼리즘과 비교해서

할리데이(Jon
나는

Halliday)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리얼리즘을

소개했다고

생각한다”(A confronto col neorealismo, io credo di aver introdotto un certo
realismo)며

스스로

리얼리스트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그러한 리얼리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기 어렵다”(ma sarebbe
piuttosto difficile definirlo con precisione)고 덧붙인다.
그 스스로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파졸리니의 리얼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왔다. 하나는 미학적, 존재론적 차원의 리얼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비평가들이 부른 것처럼 ‘신화적 리얼리즘’(mythic
realism)이다. 우선 전자에 대해 밀리센트 조이 마커스(Millicent Joy
Marcus)는 파졸리니의 기호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그를 리얼리스트로
분류한다. 파졸리니가 영화의 리얼리즘을 기호학에 의거하여 주장할 때,
그는

“시네마에

내재한

리얼리스트적

재현의

힘”(cinema’s

built-in

powers of realist representation; 247) 7 , 즉 현실 속 개체들을 화면에

여기서 ‘리얼리스트’라 함은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영화에 관한 한 파졸리니가 사용하는 ‘현실’(reality)이라는 단어는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파졸리니는 영화 이미지 내에 크게 두 가지의
현실을 본다. 하나는 시네마소(cinème/kineme)로, 영화 이미지 내에 있는 ‘현실
그대로의 사물, 인간의 행위, 손짓 등의 제스쳐, 구어체’ 등이다. 파졸리니의 유
명한 어구, 영화는 ‘현실로 씌어진 언어’(the written language of reality)라는 말
뜻은 문자 그대로 영화 이미지는 현실 속의 것들을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으므
로 그것들이 언어의 최소 단위인 음소처럼 기능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
인의 의도가 아니라 상징을 구성하는 관례가 일반화되어 결정적으로 사회화된
의도를 띠는 이미지”(오몽 120)이다. 즉 의미화된 기호들이다. 파졸리니가 직접
보인 예를 조금 변형하여 들자면, 영화 이미지 내에 백발의 남성이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서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면, ‘백발’, ‘남성’, ‘분필’, ‘칠판’, ‘교
과서’, ‘설명하는 행위’ 등등은 문장에서의 음소가 더 이상 분절(articulate)될 수
없듯이, 물질적인 현실의 부분 부분들 그 자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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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담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해 파졸리니는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현실을 구성하는 사물들 하나하나를 기호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호학적 리얼리즘인 것이다.
후자는
파졸리니의

신화적

요소와

결합한

리얼리즘이다.

필모그래피—<오이디푸스

<메데이아>(Medea,

1969),

여기서

왕>(Edipo

신화란,

re,

1967),

오레스테이아를

<아프리카의

위한

노트>(Appunti per un’Orestiade africana, 1970)—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말한다.

탈바꿈한

소포클레스(Sophocles)와

하지만

것만을

이는

신화라는

뜻하지는

문학적

않는다.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텍스트를
파졸리니는

고대

비극을

재해석하는데, 이때 파졸리니가 신화가 대변하는 ‘과거’를 ‘현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적인 대립으로 볼 뿐만 아니라, 동시대가 상실한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는 과거의 역량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졸리니가 시도하는 신화의 재해석에서 “신화적
텍스트는 영화의 상상적 세계를 떠받치는 일종의 고요하고 비가시적인
현재로 변화한다”(the mythic text is turned into a kind of silent and
invisible presence supporting the film’s imaginary world; Green 151).
예컨대 <오이디푸스 왕>의 전체적인 배경은 고대의 테베(Thebe)이나,
영화의 시작과 끝은 각각 파시즘 정권 하의 이탈리아와 영화가 촬영되는
동시대의 현대화된 이탈리아이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눈먼 오이디푸스의
걸음은 현대의 이탈리아로 이어진다. 이 장면은 흔히 이성과 합리주의의
근대화를 거친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마주하고 운명을 똑바로 보기를
거부하는

자세에

대한

은유로서의

눈멂(Bondanella

and

Pacchioni

326)으로 해석된다. 현대에 당도한 눈 먼 오이디푸스는 혼자 다닐 수
없으므로 안내인의 역할을 하는, 천사라는 이름의 안젤로(Angelo)를
처절하게 불러 자신 앞에 세워야만 한다. 요약하면 파졸리니는 세속화

보고 ‘저 사람은 선생님이겠구나’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각각의 시네마소들
이 사회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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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과거와 현대의 연속성을 신화라는 과거를 경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다큐멘터리적으로

현대의

촬영되어

볼로냐

파졸리니가

광장에

있는

전달하고자

오이디푸스는
하는

사실성이

극대화된다. 이때 피리를 불고 있는 눈 먼 오이디푸스를 흘끔거리기만
할

뿐,

장님인

오이디푸스와

스스로의

연속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파졸리니가 보는 ‘현실’이기도 하다.
파졸리니는 “과거의 힘”(una forza del Passato)이 “가장 현대적”(più
moderno)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그는 ⸢나는 과거의 힘이다⸥(Io sono una
forza del Passato)라는 시에서 오래된 것과 현대적인 것을 병치 시킨다.
나는 과거의 힘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전통 속에 있다.
나는 폐허에서, 교회에서,
제단 뒤의 그림에서, 아펜니니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의 아래에 버려진 마을에서 왔다.
나의 형제들이 살던. ...
그리고 나는,
그 어떤 현대적인 것보다 가장 현대적인
어른이자 태아로서, 더 이상 없는 형제들을 찾아 어슬렁거린다.
Io sono una forza del Passato.
Sono nella tradizione è il mio amore.
Vengo dai ruderi, dalle chiese,
dalle pale d’altare, dai borghi
abbandonati sugli Appennini o le Prealpi,
dove sono vissuti i fratelli. ...
E io, feto adulto, mi aggiro
più moderno di ogni moderno
a cercare fratelli che non sono più.
알레시아 리챠르디(Alessia Ricciardi)가 지적하듯이, “이 시에서 흥미로운
15

것은 파졸리니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향수가 작가의 ‘그 어떤 현대적인 것보다 가장 현대적’이라는
자기 묘사에서 보이는 아이러니이다”(The interest of the poem lies not in
the fact that it expresses Pasolini’s nostalgia for the past, but rather in the
way such nostalgia is displayed by the irony of the author’s self-portrayal
as “more modern than all the moderns). 리챠르디는 이를 파졸리니가
영화를 가장 현대적인 재현 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패러디라고
보면서 파졸리니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야심을 강조하는(153) 8 반면에,
필자는 과거의 것에서 파졸리니 자신이 인식하는 동시대의 현실을
드러내는 리얼리스트로서의 자세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파졸리니의

많은

civilization)은

작품들에서

공간적인

“산업화

동시대성을

이전의

나타내기도

문명”(preindustrial
한다.

파졸리니의

영화에서 아프리카, 제3세계, 하층민 등은 진보적인 역사관에서 뒤쳐져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공간이나 계층이 아니라 9 ,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의, 부르주아 세계”(the modern, bourgeois world we now
inhabit)가 이해할 수 없는(“inability to understand”; Bondanella and
Pacchioni 327) 세계이다. 그런 면에서 파졸리니의 작품들에서 과거와
현재가 번갈아 나타날 때, 과거는 현재에는 결여된 것을 드러내므로,
“과거의

힘”은

파졸리니의

표현대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만도 마지(Armando Maggi)가 말하듯이,
“가시적인

세계

내에

있는

아찔한

공허함은

가시적인

현실과,

파졸리니는 현대가 세속화로 인해 ‘성스러움’(sacredness)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는 감독으로서 일찍이 인물들 속에 내재한 성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처
럼 성스러움을 과거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파졸리니의 영화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성스러움이라는 과거의 것이되, 그 전달 수단은 가장 현대적인
매체인 영화이다. 따라서 영화를 그 어떤 것보다 현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파
졸리니의 의도를 지적한 리챠르디의 말은 과거의 가치를 현대적 매개체로 다듬
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9 물론 본다넬라와 파키오니는 “하층 계급에 대한 파졸리니의 존경”(Pasolini’s
admiration for the lower classes)에는 좌파 지식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낭만적인
환상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며(337), 제3세계와 하층민에 대한 파졸리니의 선
망을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16
8

비가시적이지만 현재 내의 기억에서부터 발생하는 과거라는 두 개의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는 데서 창조된다”(the vertiginous void within the
visible world is created by the coexistence of two opposite realities, the
present, which is visible, and the past, which is invisible but arises as
remembrance from within the present).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차를 둔 두
현실의 충돌은 현실에 내재해 있는 빈 공간(the void)을 재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다(29). 이처럼 과거를 현실에 비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역시
파졸리니의 영화에

빈번히

삽입된

사막 이미지를

“선사의 시대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 우리 자신의 환영들을 묻고 있는 현재의
황량한 지층”(470)으로 해석한다.

(2) 유령으로서의 손님과 타자의 발견

<테오레마>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하나의 정리(theorem), 즉 합리
와 이성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사회에 신성하고 메시아적인(messianic) 존
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작품으로 대체
로 이해되어 왔다(Viano 199). 이때 부르주아 가정을 방문하는 존재를 어
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절대자”(the absolute; Benini
121), “정리”(“he is himself the theorem; Marcus 250), “환영이자, 남근 그
자체”(an apparition, … phallus itself; Restivo 91 원저자 강조),

“손님이자

유령”(guest…ghost; Ricciardi) 등 다양한 기호로 해석되어 왔으나, 크게
보면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테오레마> 속 손님은 ‘신’(God)으로 생각되기 쉽다. 파졸리니가 실제
로 가톨릭 신자였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Il Vangelo secondo Matteo,
1964)과 같은 성경에 기반한 작품을 발표하고, 실제로 <테오레마>에도
성경의 구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우리치오 비아노(Maurizio
Viano)가 말하듯이, <테오레마>에 다분한 성경에 대한 참고는 “신비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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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구약의 신으로도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범주에 넣는 결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must not lead one to the categorical conclusion that the
mysterious visitor is either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or the Messiah of
Christianity; 201) 10 . <테오레마>의 손님을 다소 모호하게 보는 것은 파졸
리니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테오레마>에 등장하는 손님
에 대하여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원래 이 손님을 풍요의 신으로 만들고 싶었다. 산업화 이전
의 종교에서 전형적인 신, 태양의 신, 성경적 신, 아버지 신을 말
이다. 당연하게도 실제 상황에 부닥치고 보니 초기의 생각은 버려
야 했고, 테렌스 스탬프 11 를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
인 환영으로 만들었다: 그는 악마일 수도, 신과 악마를 뒤섞은 것
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하며 막을 수 없는 무언가
라는 점이다12.
위와 같이 비아노는 <테오레마>의 손님을 하나의 범주 하에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손님 자체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손님이 등장함으로써 불러오는 효과에
주목하기를 요구한다(202). 그는 또한 손님과의 만남과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깨닫는—혹은 파괴되는—자기 현시의 과정을 기호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한
다. 따라서 비아노는 “신비로운 손님은 위기에-놓인-기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는 시금석과도 같다”(The mysterious guest is like an acid test revealing the
identity of the signs-in-crisis)며 손님을 어떤 힘으로 보고 있으며, 인물들도 살아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개별적인 기호들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손님]은 텍스트의 기호들을 열정적인(병리적인) 자기-현시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예외적인 힘을 체현한다”(He embodies an exceptional force
capable of driving the signs in the text to a passionate (pathological) selfrevelation).
11 <테오레마>에서 손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
12 또 다른 인터뷰에서 파졸리니는 손님이 산스크리트어로 ‘성기’(penis)에 해당
하는 ingham을 나타낸다고도 말하였다(Magrelli 93, Benini 120에서 재인용). 실
제로 <테오레마>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손님의 사타구니의 높이에 자주 놓인다.
손님의 담뱃재가 허벅지에 떨어지는 것을 에밀리아가 발견하는 장면, 손님은 침
대에 앉아있고 오데타는 방바닥에서 손님의 다리 사이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데
타의 얼굴이 손님의 사타구니와 함께 프레임에 담기는 것, 작품의 거의 마지막
에서 기차역의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파올로가 주시하는
장면 등이 그 예시이다. 이에 안젤로 레스티보(Angelo Restivo)는 “카메라가 생
식기에서 서성”(the camera’s lingering on the genitals; 91)인다고 말하며 손님은
남근(phallus)으로 본다. 이때의 남근은 레스티보에 따르면 “정체성이 아니라,
주로 타자성으로서의 동성애”(homosexuality as primarily an alterity, not a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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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igine, avrei voluto fare di questo visitatore un dio della
fecondità, il dio tipico della religione preindustrale, il dio solare, il
dio biblico, Dio Padre. Naturalmente, messo di fronte alla situazione
reale, ho dovuto abbandonare l’idea di partenza, e ho fatto di
Terence

Stamp

un’apparizione

genericamente

ultraterrena

e

metafisica: potrebbe essere il Diavolo, o una mescolanza di Dio e
Diavolo. Quello che importa è tuttavia il fatto che risulta qualcosa di
autentico e inarrestabile (“Jon Halliday”)
파졸리니는 손님을 “신”이나 “악마”와 같은 정해진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손님을 에피파니 혹은 심판자와 같은 종교적 의미
만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손님을 “초자연적이고 형
이상학적인 환영”이라고 하였다는 점은 손님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특히 손님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라는 묘사는
데리다의 유령을 떠오르게 한다.

데리다는 유령이 돌아오는 이유에 대

해서 우리가 유령의 오고 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One
cannot control its comings and goings”; Spectres of Marx 11). <테오레마>의
손님을 유령으로 독해하는 리챠르디는 데리다의 언어 놀이인 guestghost를 참고하여 데리다의『환대』(De l’hospitalité)에 나타난 손님의 특
성—“손님은 유령처럼 도착한다”(This foreign guest appears like a ghost;
Hospitality 37, Ricciardi 248 n121에서 재인용)—을 적극 활용한다.
본고는 리챠르디가 지적하듯이 손님을 유령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identity 원저자 강조)를 나타낸다. 만약 <테오레마>를 비아노가 분석한 것과 마
찬가지로 “기호의 위기”(crisis of the sign)으로 볼 경우, 이를 야기하는 것은 가
족 구성원들과 손님과의 성관계로 나타내어지는 남근(이라는 기호)과의 맞닥뜨
림이라는 것이다. 레스티보는 특히 손님이 벗어놓은 옷가지들 중 지퍼 열린 바
지가 강조되는 것에 대해, “[손님이 곧 남근을 표상하므로] 지퍼 열린 바지는 부
재와 존재 둘 다를 환기시킨다”(the unzipped pants [that] evoke both absence and
presence)고 말한다. 그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인물들을 극단
적인 타자성의 자리에 몰아넣고 사회적 불가능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재하는 원
인’과의 대면이다”(It is the encounter with “the absent cause” that drives all the
characters into positions of radical alterity and that renders any connection to the
social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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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리챠르디가 유령이 나타나는 첫번째 문제인 ‘애도’에 천착하여 손님유령의 떠남 이후에 인물들의 애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이 글
에서는 에밀리아와 손님-유령의 유사성을 살피고, 손님-유령이라는 타자
성과의 대면으로 부르주아 가정 내의 에밀리아의 타자성 내지는 유령성
이 드러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 글은 에밀리아의 유령성이 파졸리니가
(에밀리아가 행하는 기적은 세속화 이전의 과거의 것이기도 하다) 과거
의 신성함을 통해 역으로 현재를 드러내는 신화적 리얼리즘의 한 방식임
을 주장한다.
<테오레마>는 에밀리아와 손님-유령 간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둘 사
이의 친연성은 침묵이라는 공통점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 <테오레마> 자
체가 대사가 극도로 절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밀리아와 손님-유
령은 말이 없다. 특히나 손님-유령이 떠날 때 가족 구성원들의 장황한
모놀로그와 비교했을 때 이들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 우선 파졸리니
에게 있어서 ‘침묵’은 부르주아의 이성과 합리주의에 반하는 과거의 힘
이자 말로 할 수 없는(ineffable) 신성함을 전달하는 매개임을 지적할 필
요가 있다. 자신의 작품 <메데아>에서 파졸리니는 두 명의 켄타우로스
(centaur)를 등장시키는데, 하나는 반인반수의 말이 없는 신화적인 켄타
우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발화할 줄 아는 켄
타우로스이다. 후자의 켄타우로스는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를 “늙은 켄
타우로스”(vecchio centauro)라고 일컬으며, 왜 두 명의 켄타우로스가 있
냐는 이아손(Jason)의 물음에 “[늙은 켄타우로스]는 당연히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와 달라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
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형상을 한 켄타우로스는 “하지만 [늙은
켄타우로스] 대신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대의 인간은 “옛 신화
의 힘”(the power of ancient myth; Bondanella and Pacchioni 327)을 현대
적 언어와 논리를 매개해서만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테오레
마>에서 부르주아 가족과 하녀 에밀리아라는 대립에서도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언어화는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나타내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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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 콜린 라이언-슈츠(Colleen Ryan-Scheutz)가 말하는 것처럼
언어화로 인해 기표와 기의의 간극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상징화를 보
여주기도 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표현함으로
써 “주체성의 상징적 분출”(the symbolic outpouring of subjectivity; 153
Benini 128에서 재인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에밀리아는 “자기 자신이 누
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 구어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will not need
to access spoken language in order to … become clear on who she is). 손님유령이 떠날 때에 에밀리아는 짧은 모놀로그도 없이 단지 그의 짐을 들
어주는 하녀의 역할을 지속할 뿐이다. 이때 손님-유령은 에밀리아에게
“함께 들자”(Portiamola insieme)고 제안하며 둘 사이의 동등성을 강조한
다.
에밀리아와 손님-유령을 이어주는 침묵을 좀더 설명하자면, 이는 언
어와 비언어의 관계에서 비언어의 우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 <테오레마>
에서 비언어는 프롤레타리아의 언어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테오레마>의 제일 첫 장면인 인터뷰에서도

“이 질문들에 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Ma può rispondere a queste domande?) 라는 기자의 질문에
노동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두 번 반복되지만 그에 대한 대답
은 모두 침묵으로 남는다. <테오레마>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
구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인물들의 대사 대부분을 차
지하는 독백 장면에서처럼 <테오레마>에서 언어는 상징화의 작업이며,
이는 파졸리니의 시각에서는 대문자 현실(Reality)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성과 합리의 부르주아를 대변한다 13 .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서
파졸리니 스스로도 이러한 ‘비언어’에 관한 짤막한 에세이를 남긴 적이 있다.
그는「또 다른 언어 표현으로서의 비언어」(The Nonverbal as Another Verbality)라
는 글에서 “비언어는 현실의 언어라는 또 다른 언어 표현에 다름 아니다”(The
nonverbal, therefore, is nothing other than another verbality, that of the Language
of Reality; 262)라며 자신의 기호학적 리얼리즘에 기반한 몸의 언어가 또 다른
형태의 언어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또한 말과 언어가 필연적으로 야기
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문어-구어에서의 기호는 현실 언
어의 기호를 단지 번역할 뿐이다”(the signs in the written-spoken languages
merely translate the signs of the Language of Reality)라고 말하며, 언어로 인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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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가족이 손님-유령이 떠날 것을 고한 이후에 자신의 욕망을 깨
달았다고 말하지만, <테오레마>는 그들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지
는 않는다. 아들 피에트로(Pietro)는 미술이라는 시각 예술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시야를 가리고 어떤 지시체도 없는 듯한 아방가르드 예술로 넘
어가게 된다. 손님-유령의 사진에서 그의 모습을 따라 그리는 딸 오데타
(Odetta)의 손은 영원히 긴장증(catatonia)에 빠지게 된다. 루치아(Lucia)
는 손님-유령과 비슷한 젊은 남성들과의 육체적 관계에만 탐닉하는데,
결국 그녀가 마지막에 향하는 곳은 도시 외곽의 교회이다. 파올로(Paolo)
는 “(공장, 메르세데즈, 그리고 옷가지들)이라는 그의 예전 정체성의 기
호들을 제거”(Paolo rids himself of the signifiers of his old identity (factory,
Mercedes, and clothes; Viano 207)함으로써만 실재(the Real)인 사막에 들
어설 수 있게 된다.
유령이 타자성을 표상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테오레마>에서 두드러
지는 것은 손님-유령과 친연성을 갖는 에밀리아의 유령성이 미장셴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기실 에밀리아는 부르주아 가정 내에서 타자의 위치
를 점한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안졸리노(Angiolino) 14 로부터의
편지를 전달하는 에밀리아는 부르주아 가족 구성원과는 다른 층위의 존
재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1 은 가부장적이고 기하학적인 균형
이 두드러진다. 배경의 좌우에는 가장자리에 장식장과 식물, 그리고 의자
가 위치하고, 중앙에는 네 개의 커다란 창문이 있다. 또한 원근법에 의해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는 식탁과 식탁보는 아버지 파올로라는 소실점을
갖게 된다. 그 식탁의 정중앙에는 장식용 꽃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식
탁의 양쪽에는 각각 두 명의 남녀가 마주보는 구도가 된다. 전체적으로
현이 현실을 그대로 담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지적한다.
14 에밀리아가 안졸리노와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도 에밀리아의
유령적 속성을 뒷받침해준다. 손님-유령이 도착하고 떠나는 일은 언제나 전보를
통해서 그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데, 에밀리아만이 이 부르주아 가정에 전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인 안졸리노와 접촉할 수 있다. 안졸리노라는 이름은 천사를 뜻
하는 명사 안젤로(angelo)를 연상시킨다. 즉 천사와 같이 현존한다고 보기 힘든,
혹은 상징계에도 실재계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에밀
리아를 다른 인물들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생각하게끔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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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배경의 네 개의 창문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진은 데칼코마니처럼 균형 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커스는 바로 이
러한 “가족 구성의 대칭”(the symmetry of the family unit; 250)에 주목하
여 손님의 존재 자체가 영화의 제목이 가리키는 “정리”(theorem)라고 주
장한다. 특히나 식사 장면이 두 번에 걸쳐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칭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식탁은 불균형을 나타내며, “손님이 그룹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준
다”(the guest provides the perfect balance of the group)는 것이다. 물론 이
는 부르주아 가족을 중심으로 식탁의 배치를 고려할 때는 유효하다. 또
한 그림 2에서 보듯이 첫 번째 식사 장면에서 에밀리아가 파올로에게 전
보를 전달하면서 파올로의 오른편에만 세 명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균형
은 더더욱 깨어지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의 식사 장면이 아무
리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도, 카메라는 관객이 온전한 균형을
감상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버지
가 지배하는 구성을 갖춘 테이블의 기하학적 균형은 검은 형체의 에밀리
아에 의해 방해 받는다. 게다가 완전히 검은 의상의 에밀리아는 관객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여, 에밀리아가 없었더라면 더욱 선명히
보였을 대칭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또한, 그림 3은 부르주아 가정의 어머니인 루치아와 하녀 에밀리아를
대조한다. 이 쇼트에서 루치아와 에밀리아는 각각 컬러와 흑백이라는 시
각적 대비로 나타내어진다. 영화 전체가 초반의 세피아톤과 손님-유령의
도착 이후 컬러가 된 것을 고려할 때, 이 쇼트는 컬러임에도 에밀리아를
검은 의상과 흰 장갑을 통해 흑백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머리
는 없고 몸통만 있는 에밀리아를 보여줌으로써 에밀리아가 부르주아 가
정에 존재하는 타자임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더군다나 이 장면이 손님
이 내일 떠날 것을 알리는 자리에서 루치아의 놀람을 표현하기 위한 것
임을 고려하면, 에밀리아를 프레임에 담는 것은 일종의 과잉이다. 이러한
구도는 에밀리아를 프레임에 담아 그녀의 존재를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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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려는 파졸리니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파졸리니는 루치아의 표
정을 전달하려는 이 쇼트에서 루치아만을 화면에 담는 대신, 루치아와
검은 몸의 에밀리아를 5:5로 배치함으로써 에밀리아의 존재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에밀리아는 비유적인 의미에서만이 유령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
재와 비존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에밀리아는 손님-유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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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후에 시골로 향한다. 흥미로운 것은 에밀리아가 이미 떠난 후의 하
녀 역시 에밀리아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에밀리아는 부르주아
가정에서 부재할 때조차 존재한다. 노엘 퍼든(Noel Purdon)은 파졸리니
가 <테오레마> 속 인물들의 이름을 의도했다고 보는데(44), 에밀리아는
파졸리니의 고향인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에서 따왔다고 말
한다. 하지만 하필 동명의 하녀가 있다는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이미 시
골로 떠나고 없는 ‘부재’하는 에밀리아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
게 된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작중에서 이름만 같고 사람은 다른 에밀
리아의 존재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는 사실상
부르주아 가정에서 누구로 대체해도 별 다를 것이 없는 하녀의 익명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스테파니아 베니니(Stefania
Benini)가 말하는 것처럼, 시골에서는 “에밀리아의 침묵이 존재가 된
다”(Emilia’s silence becomes a presence; 127). 베니니가 덧붙이듯이, 에밀
리아는 시골에서 “환영 받고, 음식을 건네 받으며, 존경 받는” 동시에,
“부동의, 무시간적 상태로 베케트의 인물처럼 앉아”(Emilia seats herself
like a Beckettian character in an immobile, atemporal state; Ricciardi 162)
있어, 존재하면서도 상징적으로는 죽음의 상태를 유지한다.
자기-매장(self-burial)으로
역설적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이어지는
보존하는

에밀리아의
방식이다.

실제적인
작품의

죽음은
마지막은

에밀리아와 파올로의 죽음을 대비시켜 보여주는데, 하필 두 인물이 속한
두

공간

모두가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사막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에밀리아는 스스로를 묻기 위해 자신의 시골 고향이 아닌
밀라노의 공사판으로 향한다. 작품이 생산된 컨텍스트를 고려할 때,
이곳은 단순히 흙더미나 공사판이 아니다. 1960년대의 이탈리아에서
밀라노는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산업화의 중심지였고, 그러한 장소에
있는 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땅이나 대지이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근대화의 자원이 된다. 또한 자연물로서의 흙이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비유적으로는 도시 속의 사막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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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 속의 사막’은 당대의 문인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공유하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한 예로 파졸리니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그가
비평하기도

했던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Michelangelo Antonioni)의 <붉은 사막>(Deserto rosso, 1964)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제목과는 달리 사막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회색의 공장 지대와 공장이 뿜어내는 노란 연기만을 보여주며 도시 속의
사막을

형상화한다.

이런

맥락에서

에밀리아가

스스로

매장되기를

택하는 장소는 비아노의 말처럼 “보잘것없는 사막”(a desert of sorts;
204)인 것이다. 흙더미에 묻혀 흘러나오는 자신의 눈물을 일컬어 눈물이
아니라

샘(sorgente)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에밀리아는

들뢰즈가

파졸리니의 작품에서 발견해내는 사막 이미지와도 공명한다. 들뢰즈는
파졸리니의 사막이 “우리 자신의 환영들을 묻고 있는 현재의 황량한
지층”(470)이라고 해석하는데, 에밀리아가 죽음의 장소로 선택한 도시
속의 사막은 에밀리아라는 ‘환영’이 묻혀있는 곳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로버트 해리슨(Robert Harrison)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에밀리아의 사막이 물질적 풍요를 뒷받침해주는 “산 자들이 설 수
있는”(we the living can stand; Benini 132에서 재인용) 공간이라고 말한다.
산 자들이 발 디딜 수 있는 것은 “사자들이 우리의 집과 세계, 그리고
나라를 세운 땅에 묻혀 있기 때문”(only because the dead underlie the
ground on which we build our homes, world and commonwealths)이라는
것이다. 파졸리니는 바로 그러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그는
뒤플로(Duflot)와의 인터뷰에서 하녀가 스스로를 건설 현장에 매장하는
순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관객들에게 우리 이전에 있던 문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묻혀있을 뿐이며, 따라서 농민 문화가 산업 계급 아래에
잔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I want to remind the audience that civilizations that came before
ours have not vanished but they’re simply buried, so that p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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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urvives beneath the world of the industrial working class
(Benini 132에서 재인용).
유령성을 지니는 에밀리아가 실제적인 유령이 되는 것이 또한 가시적인
샘이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유령의 귀환을 암시하는 것인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

내에

필연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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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는

타자성을

3. <벌집의 정령>: 정령과의 합체와 기억
(1) “시적 언어”와 “잔존성”: 에리세의 리얼리즘

스페인의 영화학자인 카르멘 아로세나(Carmen Arocena)는 에리세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 우리 영화 』
(Nuestro Cine)라는 저널에 실은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1).
이러한 필요성은 영화와 영화에 대한 글쓰기가 궤를 같이 한다는 에리세
의 인식에서 연유한다. 에리세는 “모두에게 있어서, 영화에 대해 쓴다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
라고 말한다(Arocena 12에서 재인용). 특히나 도미니크 러셀(Dominique
Russell)이 말하는 것처럼 에리세의 영화의 특징이 생략(ellipsis)와 모호
성(ambiguity)이라고 할 때(2), 창작자가 가진 생각을 들여다보는 일은
작품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에리세가 저널에 글을 싣던 때는 비평적 리얼리즘(critical realism)이 주
류이던 때였는데 (13-5) 15 , 에리세는 비평적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저널의
맥락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만의 주체적인 리얼리즘을 구축한다. 「 시적
리얼리즘을 향하여 」에서 16 아로세나는 에리세가 자신의 비평들에서 형
이때 이 저널에서 통용되던 ‘비평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게오르그 루카치
(Georg Lukács)와 안토니오 그람쉬(Antonio Gramsci)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의
영화 이론가 귀도 아리스타르코(Guido Aristarco)의 설명을 따른다. 그는 영화가
리얼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라는 극단적 리얼리즘
에서 벗어나, 영화를 하나의 스타일로 구축하고 겉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하
며, 영화에 문학적 장치, 즉 내러티브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
으로써 리얼리즘 영화란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인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Casetti 30-1). 스페인에서는 헤수스 가르시아 데 두에냐스(Jesú s García de
Dueñas)가 아리스타르코의 글을 루카치의 비평 이론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보
았고, 『우리 영화』의 책임자인 호세 몬레온(José Monleón)이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리얼리즘이란...현실을 감추거나 위장한다고 이해하는 종류의 영화와 반대
로 현실을 탐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Arocena 14-5)라며 영화의 리얼리즘이 곧
비평적 리얼리즘임을 역설하였다.
16 에리세의 리얼리즘을 ‘시적’이라고 형용할 때, 일반적으로 이는 1930년대 프
랑스 영화계에 성행했던 시적 리얼리즘(French poetic realism)을 떠올리게끔 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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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고민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24). 전기순은「빅토르 에리세의
영화와 시적 리얼리즘: 영화 <벌집의 정령>을 중심으로」에서 에리세의
“시적인 스타일은 운문적인 쇼트와 각운을 형성하는 몽타주의 리듬성,
빛(픽션과 어두움(실재)의 교차라는 형식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며
에리세의 시적 리얼리즘을 시의 미학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402). 하지만
시적 리얼리즘이 과연 형식에만 관여하는 것인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자신의 또 다른 글에서 에리세는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를
인용하여 형식이 현실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일 수 있음에
동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17 . 산토스 순수네기(Santos Zunzunegui)가 지적
하듯이, 에리세가 ‘시’에 대해 말할 때는 “사회적으로 정립된 역사와 시
사이의 대립”(socially established contradiction between history and
poetry; 129)을 풀어내려는 시도이다. 영화 스타일로서의 시적 언어에 대
한 설명으로서 에리세가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형식의 영화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시와 같은 것으로 변
해갈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보기에 시는 가장 급진적이고 (...)
나,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시기 프랑스의 시적 리얼리즘은 프랑스
영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인민 전선(Popular Front)의 흥망이라는 역사적 맥락, 그
리고 이를 바라보는 감독들의 낙관적 혹은 염세적 시각과 그것을 반영한 미장
센과 스튜디오에서 재창조된 리얼리즘이라는 다양한 요인들이 빚어낸 예술적
경향이었다. 특히 “부분적으로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리얼리즘 소설에서 영감
을 받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은 전형적으로 주인공이 냉혹하고 파괴적임 힘에
돌진하는 듯한 황량한 분위기의 주변부적 사회적 배경에서 노동 계급의 영웅으
로서 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Guynn 221).
17 에리세가 브레히트를 암시하며 쓴 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브레히트는 재현
과 형식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리얼리즘에 있어
서 중요한 것은 엄격성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현실은 풍성하고, 다양하며, 모순
으로 가득 차 있다. 외형적 형식은 작가를 리얼리스트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현
실을 묘사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방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한다면, 우리는
리얼리즘이 형식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형식적인 모델들을 나열할 때, 너
무 적게 추려내는 것은 좋지 않다. 리얼리즘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아무리 유명
하다고 해도, 두 세 명의 사람으로만 환원시키고,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두
세 가지의 형식으로만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 진실은 많은 방식으로 증류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위대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Realismo y coexistenci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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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적인 언어이다... 오늘날 시가 가지고 있는 잔존적인 성격은
영화가 획득해 가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다.
Yo creo que, evidentemente, una cierta forma del cine se va a
convertir socialmente en algo como la poesía... La poesía me parece el
lenguaje más radical (...) y residual... Ese carácter residual que tiene
hoy día la poesía, me temo que es el que va a ir adquiriendo el cine...
(Arocena 25에서 재인용, 필자 강조)
에리세는 1996년『Poesía en el campus』(Poesía en el campus) 저널에 기고
한「영화와 시」(Cine y poesía)라는 짤막한 에세이에서 “영화는 시를 만들
어낼 힘이 있다”며 영화에 시성(poeticity)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설명
하기 위해 에리세는 “우선 시적 경험 그 자체”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 하지만 그는 영화에서 시적인 것이 무어라고 딱 잘라 정의 내
리기 보다는 단지 “형언하기 힘든 감정”이라고 하는 데에 그치고 만다.
이에 더해 에리세는 시적 언어를 화살과 상처에 비유하는 레토릭을 빌어,
시적 언어는 “현실의 환상을 깨버리는 힘”을 지닌다고 말한다. 즉 그는
현실이 환상이라는 장막에 덮여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가 이를 파괴하
는 화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 네 문단의 짧은 이 에
세이에서 에리세의 시적 리얼리즘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는 “형언하기
어려운 시적 경험”을 가지고 “현실의 환상”을 벗겨내는 데 있다고 정리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잔존적이고 급진적이 되어갈 것”이라는 에리세의 예언적
인 문장 역시 시와 역사 사이의 이항대립을 거부한다. 물론 에리세는 이
에 대해 더 이상 상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존적이다’거나 ‘급진적이
다’라는 형용사들로 에리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유추해내
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의 다른 글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에리세가 시적
언어를 ‘잔존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프랑스의 미술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의 『 반딧불의 잔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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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nce des lucioles)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18

.『반딧불의 잔

존』은 위베르만이 모사와 재현이라는 야심적이지만 불가능한 방식이 아
니라, 반딧불처럼 미약하게나마 빛을 내며 잔존할 수 있는 이미지의 힘
에 대해 쓴 책이다. 이미지의 정치학을 탐구하는 그가 보기에 스포트라
이트와 같은 눈부신 빛은 권력이 사용하는 후광이며, 오히려 시대가 어
두울수록 잔잔하지만 더 선명한 빛을 내는 반딧불이야말로 이미지에 내
재한 정치성을 더욱 잘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김홍기는 겉보기에 모순
적으로 보이는

반딧불의

잔존에

대하여

“’잔존’(Nachleben)은

생명

(Leben)을 벗어난(nach) 역설적인 생명이며, 이 ‘역설적 생명’은 연대기적
질서를 횡단하며 산발적으로 느닷없이 출몰하는 시대착오적인 존재, 유
령적 존재”라고 풀이한다. 김홍기의 해설을 수용한다면 이는 흥미롭게도
에리세의 “시적 언어”의 “잔존성”과도 조응한다. 「 영화를 쓰다, 영화를
생각하다」(Escribir el cine, pensar el cine)에서 에리세는 “나는 내전 직후의
파멸과 침묵의 시간에 태어난 나와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며
자신의 작품 속 인물들을 묘사한다. 위베르만이 미미한 빛을 돌보는 것
과 같이 에리세에게 잔존적이고 잔여적인 것은 스페인 내전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서 탄생한 생명들이다. 그에게 잔존적인 시적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Hablo de las personas de mi
generacion”)
시적 언어의 잔존성이 곧 내전 직후의 “귀신들림”(haunting)을 “시
적”(poetic)으로(Russell 2) 표현하는 것이라면, 괴물과 정령이 등장하고

물론 에리세의 단어 선택인 ‘잔존적이다’(residual)와 디디-위베르만의 ‘잔
존’(survivance)은 엄밀히 말해 문자 그대로 보았을 때는 같지 않다. 그러나 의
미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잔존적” 혹은 “잔여적”이라는 의미의 residual
은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문화적 용어를 상기시킨다. 윌리엄
즈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서 문화와 권력은 크게 “지배적인”(dominant) 문화,
“잔존적인”(residual) 문화, 그리고 “신흥”(emergent) 문화로 나뉜다. 이 중 “잔
존적인” 문화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재해
석되고, 희석되고, 투사될” 수 있다(122). 즉 잔존적인 문화는 주류 문화에 흡수
되거나 잊혀지거나, 주변부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게 보아 에리세나 위베르
만이 사용하는 ‘잔존’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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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산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벌집의 정령>은 에리세가 현실을 그리는 하
나의 방식으로서 고딕 리얼리즘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데이비드 펀터
(David Punter)는 고딕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환영”(phantoms), “유
령”(specters), “섬뜩함”(the uncanny), “육체적 손상과 상처”(bodily harm
and the wound) 등으로 요약한다 (2). 베하라노는 <벌집의 정령>이 이같
은

전통적인

고딕적

요소들로

스페인의

내전이라는

역사적

재-현

(historical re-presentation)을 이뤄낸다며 <벌집의 정령>에 나타난 리얼리
즘을 고딕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39). 물론 이는 <벌집의 정령>에서
두드러지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931)과의 상호텍스트성에서 기
인하기도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이 보여주는 고딕성이 에리세가 의도하
는 현실의 재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벌
집의 정령>은 실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출현시킬 뿐 아니라, 영화적
기술을 이용하여 인물들의 괴물성과 유령성이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는
스페인 사회에 만연함을 드러내고 있다. 에리세는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근대성에서 억압된 면면을 대표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괴물성을 지
닌 아버지 페르난도라는 고딕 문학의 상징을 통해 자신의 ‘시적’ 리얼리
즘을 보여준다.

(2) 편재하는 유령적 존재

앞선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리세의 시적 리얼리즘이 갖는 고딕적
성격은 <벌집의 정령>이 금방이라도 괴물과 유령이 출몰할 것 같은
공간의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영화는 황색의
필터를 통해 오래되고 빛 바랜 동네의 느낌을 전달하고, 롱 쇼트로 길게
늘어뜨려 보여주는 트럭의 이동 장면과 테레사가 편지를 부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나서는 장면을 통해 카스티야 고원의 고립성을
보여준다. 또한 페이트칠이 벗겨진 노후한 건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곳은 “마을이 극도로 노쇠한”(m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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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pitude of the village; Smith 39) 모습이며, “우리에게 보여지는 얼굴과
건물들에는 시간의 흔적”(the traces of time in the faces and buildings we
are shown; 39)이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트럭이 싣고 온
영화가 “인디언 영화”나 “공포 영화”이기를 바라면서 무언가 마을
바깥의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마을회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하필 <프랑켄슈타인>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벌집의
정령>에서 상영된 제임스 웨일(James Whale)의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1818년 동명의 고딕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프랑켄슈타인> 영화의 줄거리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시체의
파편들을 이어 붙여 인조인간을 만들고, 범죄자의 뇌를 이식 받아
탄생한 이 인조인간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이때
이 영화가 재생되는 마을회관이라는 장소의 다목적성 역시 마을의
황량한 분위기에 음산함을 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을회관은 “영화는
환영들의 싸움”이라는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제 존재했으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영화 속 인물들을 스크린 위에 재생해 보여주는
유령이 들어 찬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시체를 일시적으로나마
안치해 놓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후반부에 조용히 죽임
당하는 패잔병의 시체가 놓이는 곳은 바로 마을회관이다. 이 장면에서
시체 뒤로는 스크린의 프레임이 보이며, 관객은 이를 통해 이곳이 영화
상영관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한편 이사벨과 아나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고딕적인

마을에서 죽음이 언제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사벨은 친구들과 모닥불에 뛰어드는 놀이를 하고, 아나에게는
죽음을 연기하면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인 척 다가가고, 검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다가 고양이에게 물려 피가 나기도 한다. 이사벨과 아나는
철로에 귀를 대고 기차 소리를 들으려 하며, 아나는 기차가 접근해와도
비켜나지 않으려 한다.
이처럼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의 카스티야 고원은 사실상 부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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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곳이기도 하다. 영화 자체에서 절제된 대사를 통해 나타나는
인물들 간의 소통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영화의 후반부에 거의 처음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페르난도, 테레사,
이사벨, 아나—가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도 이 가족은 한
프레임 안에 도란도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들 간에 대화는
오고 가지 않는다. 대신 이 가족, 특히 부부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고립이다. 심지어 사진에서조차 부부는 한 프레임에 함께 있지 않다.
또한 페르난도가 철야한 뒤 부부의 침실에 들어설 때도 테레사는 등을
돌리고, 페르난도는 그림자로만 나타난다 19 .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서로의 간섭을 받지 않는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이 무언가에 몰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의
존재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부재에 더욱 가깝다. 어머니 테레사는
아마도 과거의 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작중의 인물들에게도, 관객에게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말하자면 테레사는 수신인 불명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종국에 그 편지는 태워 없어지게 된다. 한편 페르난도는 내면적
망명의 상태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페르난도의 정치적
입장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로버트 마일즈(Robert J. Miles)가 말한
것처럼 시간적 배경은 명백히 내전 직후임에도, “무기, 패자, 전후의
배고픔이나 프랑코 군대의 부대들과 같은 이미지로 직접적이고 명백한
전후 내러티브 배경을 보여주지는 않는”(does not refer always directly
and obviously to its post-war narrative setting with images of, for example,
weaponry, the defeated, post-war hunger or legions of Franco’s troops; 161)
<벌집의 정령>에는 단 한 번 페르난도의 정치적 입장을 유추할 수

이 장면에 대한 해설은 미겔 앙헬 로미요스(Miguel Á ngel Lomillos)의 “부부
침실에서의 장면”(“The Scene in the Parents’ Bedroom.” The Cinema of Víctor Erice)
121-2면 참고. 한편 작중의 여러 그림자에 대한 해설은 산토스 준주네기(Santos
Zunzunegui)의 “Between History and Dream: Victor Erice’s El espiritu de la
colmena.” 14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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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끔 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한 장면에서 아나는 앨범을 주의 깊게
넘겨본다.

이때

카메라는

젊은

시절의

페르난도의

사진을

클로즈업하는데, 그 사진에서 페르난도는 스페인의 지식인 미겔 데
우나무노(Miguel

de

함께

Unamuno)와

있다.

프랑코

정권의

팔랑헤(Falange)를 비난했다가 보복을 당했던 우나무노는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그와 나란히 있는 페르난도 역시
공화파 지지자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내전을 전후로 벌의 움직임
연구에만 천착하게 된 그가 ‘내면의 망명’을 겪는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위상의 부재,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의 부재라고 할 만 하다. 이는 벌에
대한 연구의 확장성으로 명료하게 나타난다. <벌집의 정령> 내에서 벌을
연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곤충으로서의 벌 뿐 아니라, 내전
직후의 스페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한다는 그 확장된 의미에서 볼
때 페르난도는 “내면적 망명”자로서 나타내어지고 있다. 즉 페르난도의
양봉가로서의 삶은 과거의 공화파 지지자였던 그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린다

에를리히(Linda

C.

Ehrlich)가

지적하듯이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처럼 양봉가의 하얀 의상 속에
자리잡은 아버지는 프랑코의 혁명에 있어서 ‘잘못된’ 편에 있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허깨비가

되어버린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The father, ensconced in his white beekeeper’s garb like an alien
form another world, epitomizes the way those on the “wrong” side of
Franco’s Revolution had become shadows of their true selves; 29).
이처럼 부재와

침묵이

만연한

곳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도리어

‘부재’의 ‘존재’이다. 이는 우선 사운드를 통한 관객들의 청각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청각적 효과는 귀로는 들을 수 있으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부재의 존재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인물들이 프랑코 정권 하에서
“침묵 당하였다면”(silenced; Robert J. Miles 158), 이 침묵의 공간을
채우는 것은 갖가지 청각적 기호들이다. 작중 곳곳에 삽입된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의 악기 음악이 아니더라도 디제시스적 소리(dieg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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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는 작품 속 공허한 공간을 채우고 있다. 아나의 가족이 사는
커다란 집에서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누군가 걸을 때마다 나는 나무
바닥과의 마찰음이 나며, “성당에서처럼 발자국 소리가 울려 가장 작은
소리라 하더라도 침묵과 인물들의 의식을 깨뜨린다”(steps echo like in a
cathedral where the smallest noise cracks the silenc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character; Mitjaville 114). 그 중에서도 개 짖는 소리는 어떤 것의
존재를 알리는 데 요긴한, 즉 무언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지표
기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나의 실종 및 추적 장면에서, 다음날 아나를 찾은 개는 아나의
위치를 알리며 크게 짖는다. 개 짖는 소리는 이보다 앞서 이사벨이 죽은
척 연기를 할 때 열린 창문 사이로도 들려온 적이 있다. 이에 아나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점과 개가 짖는다는 점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작품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아나가 회복하여 또
다시 정령을 소환할 즈음인 한 밤 중에 짖어대는 개는 또한 미스테리한
존재를 의심케 한다. 두 장면 모두에서 카메라는 개가 무엇을 보고 짖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보다는

소리만을

들려줌으로써

‘비가시적’이나

분명히 ‘존재’할 어떤 것을 상상하게끔 만든다. 게다가 비가시적인
존재의 인기척을 알리는 개는 그것이 인공물이 아니라 본능에 민감한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초자연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벌집의 정령>에서 부재의 존재는 압도적으로 영화적 기법,
특히 몽타주를 통해 드러난다. 몽타주는 영화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쇼트를 이어 붙인 것이다. 따라서 관객은 필연적으로 쇼트와 쇼트
사이에 있는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데, 관객은 자신의 지각 능력에
의존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낸다.

이로

미루어

보아

에리세가

사용하는 몽타주는 그 기능 자체가 ‘부재’하는 것을 ‘존재’하게끔 하기에
적절하다. 이 작품에서는 정령이라는 비가시적 존재가 몽타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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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짐으로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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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가 괴물이 정령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실은 페르난도가
괴물이면서 정령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이 시작하기 전
사회자는 관객들에게 영화가 일으킬 수 있는 공포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때

관객은

경고받은

것처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나올

것을

기다리지만, 이 장면은 디졸브(dissolve) 되면서 페르난도로 밝혀지는
클로즈업된 얼굴이 등장한다. 즉 <벌집의 정령>의 관객들에게 영화 속
괴물이 페르난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이사벨이 아나에게 괴물이
정령이라고 말하면서 “Soy Ana”(나는 아나야)라는 주문을 반복할 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서 마치 정령이 정말로 도착한 것 같은 효과를
준다.

이후

카메라는

곧바로

서재

안을

왔다갔다하는

페르난도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정령의 소리라고 간주했을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페르난도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편집은 임호준의 지적대로 “[페르난도]가
곧 정령이라는 것”을 암시한다(152). 한편 이사벨의 말을 믿고 정령을
찾아

다니는

아나에게

정령은

패잔병이다.

그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저는 채로 아나의 집 근처 헛간에 피신하게 된다 21 . 그
헛간은 또한 이사벨이 정령이 출현한다고 말했던 곳이기에 아나는
헛간에 몸을 숨긴 패잔병이 정령이라고 믿게 된다. 몽타주를 통해
아나와

패잔병

역시

비슷하게

그려진다.

아나가

실제로

패잔병을

마주하기 전에 아나가 잠드는 모습은 패잔병이 쭈그려 자는 모습으로
화면전환 된다. 이런 식으로 작품 내에서 아나 역시 정령과 일치되기
때문에

아나

역시

유령적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아나는

또한

<벌집의 정령>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인물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괴물성—억
압되고 비틀어진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괴물성literary monstrosity—을 띄고 있
다고 보는 에를리히는 에리세가 몽타주와 사운드를 이용하여 “더 복잡한 방식
으로 괴물이 증식한다”고 말한다(“Monstrous Ambiguities” 188).
21 라바니는 기차를 진보와 근대를 상징하는 고전적인 물체로 본다. 그리고 그러
한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패잔병에게는 “설명되지도 혹은 설명될 수도 없는 과
거”(no articulated or articulatable past; 72)를 지녔기에 진보적·근대적 시간관에서
“부정된 기억”(denied memory)을 나타내는 “산 죽음”(living dead)이라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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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도

등치

된다.

자신이

정령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더 이상 헛간에 없고, 이를 아버지가 알았을 때 도망친 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의

마리아처럼

물가에서

괴물을

만나게

된다.

이때

괴물이 등장하는 방식은 아나가 반사된 물의 표면에서 괴물의 얼굴이
반사되는 방식이다. 인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물에 반사된 모습이라는
고전적인 표현 방법으로 아나와 괴물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벌집의

정령>은

영화적 기법, 그 중에서도 특히

몽타주를 통해 정령이라는 비가시적인 존재가 작품 내에서 생겨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괴물이 곧 정령이고, 그 정령이 페르난도이면서
패잔병이고 또 아나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는 기실 작중에서
정령이 얼마나 편재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이 부재와 침묵으로 특징지어지는 고딕적인 마을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이 정령이기도 하다는 것은 내전이라는 역사와도 맞닿아있다.
마을

자체가

귀신

들려있는(haunted)

묘사는

내전의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비센테 몰리나 푸아(Vicente Molina
Foix)는 영화에서 “반향적인 부재와 침묵 (재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간청)이 그 자체로 역사적 효과, 즉 희생자들을 침묵케한 정치적 억압을
이미지화한

것이며,

이들의

에너지를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환상이라는 개인적 영역으로 돌려버린 것”이라고 말한다 (the resonant
absences and silences of the film (its appeal to the unrepresentable) are
themselves an imaging of the effects of history, of a political repression
which rendered its victims speechless and diverted their energies from the
public, social arena into the private realm of fantasy; Smith 30에서 재인용).
이에 더해 여러 인물들이 정령이기도 한 괴물과도 등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괴기스럽게 창조된, 슬픈 운명의
괴물처럼 전후의 스페인 사람들 역시 프랑코에 의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입고 괴기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임호준 151).
내전으로 인해 반으로 갈라진 국가에서 패배한 채로 살아가는 <벌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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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속 사람들은 “지워지고, 침묵당하며, 따라서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담론에서 배제”(to be erased, silenced, and therefore excluded from official
and historical discourse; M. Cinta Ramblado-Minero 68)된 유령(정령)적
존재들인 것이다.

(3) “아나 안의 정령”과 기억의 윤리

그런데 영화 내에서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은 패잔병뿐이다.
앞서

페르난도와

패잔병,

아나와

패잔병,

패잔병과

정령이

상호교차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면, 패잔병의 실제적 죽음은 유령적
존재와 유령을 구분하도록 만든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나가
정령을 소환할 때 기차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정령을 패잔병으로
제한하도록 만든다. 유령적 존재는 시간을 거슬러 돌아올 수 없는 반면,
진짜 유령은 시간을 역행하여 돌아올 수 있는 존재인데, 패잔병의 기차
소리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나가 마지막 장면에서 정령을
소환할 때 다른 어떤 정령도 아닌 바로 패잔병을 암시하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벌집의 정령>이 역사와 시 또는 꿈 사이의 경계가 지워지는 것을
그린 작품으로 보는 순수네기는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정령이 갖는
의미를 아나의 정령 소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아나는] 인간의 상상력이 계속되는 한 죽지 않는 정령을 무한정 불러낼
것이다”(it may follow that she will be calling indefinitely to a spirit that
cannot die as long as the human imagination continues to live; 143).
순수네기는 패잔병이 곧 정령이라고 할 때, 정령을 소환하는 아나의
머릿속에도 정령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자아 안에 정령을
품고 있어야 정령을 소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해 <벌집의 정령>에서 정령은 아나가 습득하게 되는 윤리적 자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첫째로 아나가 정령을 자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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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음으로 아나의 이러한 자세가 갖는 특이성이
어떻게 윤리적일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작품은

패잔병이

아나가

찾던

정령으로서,

작중의

유령적인

인물들과 다른 층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사벨이 아나에게 정령의
존재에 대해 말할 때, 아나는 그것이 유령이냐고(“Es un fantasma?”)
묻는다. 이에 이사벨은 유령이 아니라 정령이라고 고쳐준다(“No, es un
espíritu.”). 정령(spirit)은 영혼이나 정신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유령’을

뜻하는

여러

동의어(유령specter,

환영phantom/ghost)와는 다른 위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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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령revenant,

. 작중에서 이는 또한

아이들의 선생님인 도냐 루시아(Doña Lucía)에 의해서도 암시된다.
이사벨이 유령이 아닌 정령이라고 할 때, 아나는 “도냐 루시아가 말한
그 정령”이냐고 되묻는다. 비록 작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령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은

없으나,

아나의

대사를

통해

정령에

대해

처음으로 접한 것이 도냐 루시아를 통해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정령에 대해 말하는 도냐 루시아는 아나가 가진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학교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파편화되고
분리된 몸의 돈 호세(don José)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상기시키는데,
도냐 루시아는 돈 호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두 개의 눈(los ojos)을
되찾아주는 일을 아나의 몫으로 넘긴다. 또한 다른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소리 내어 읽는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Rosalía de Castro)의
저항적이고 정열적인 시는 도냐 루시아와 아나에 의해 따라 읽히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단지 눈으로 볼 뿐이라는 대조를 통해 아나의 차이를 볼
수 있게끔 한다. 이는 특히 카메라가 시를 열심히 따라 읽는 아나를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들』(Specters of Marx)을 번역한 진태원은 데리다
가 유령을 여러 단어들로 바꾸면서 사용한 단어 “esprit”를 맥락에 따라 때로는
정신, 때로는 유령이라고 번역하였고, 주디스 버틀러와 아테나 아타나시오우의
『박탈』(Dispossession)을 번역한 김응산은 이 책에서 “spirit”을 영혼으로 바꾸
어 번역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응산은 데리다가 셰익스피어의『햄릿』(Hamlet)
에서 햄릿의 아버지가 나타나 “나는 네 아비의 혼령이니라(I am thy fathers
spirit)”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여 혼령이 지니는 추상적인 육체를 나타내기 위해
혼령이라는 단어를 썼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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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후

곧바로

졸거나

장난을

치는

듯한

이사벨을

연결시켜

보여줌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이 같은 아나의 독특한 위치는 <벌집의
정령>이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제목에서
‘벌집’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벌집 모양의 샛노란 창문이 있는 집이며, 다른
하나는 페르난도의 글쓰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프랑코와 동일시되는
여왕벌을 위해 일하는 벌들이 살아가고 있는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자체를 비유한다. 미겔 앙헬 로미요스(Miguel Á ngel Lomillos)는 <벌집의
정령> 속 소우주를 “성인/아이들, 가족/마을”로 대비시켜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작품

속에서

스페인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닫혀있고 강박적인 세계”(closed and obsessive world; 117)로 잘
보여진다. 반면에 아나와 이사벨은 기차와 헛간을 중심으로 벌집을
벗어나고자 한다 23 . 이는 특별히 어머니 테레사와 아나의 거의 유일한
대화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아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빗어주는
엄마에게 “정령이 뭔지 알아?”하고 묻는다. 테레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나는 “엄만 모르지만 나는 알아”라고 답하며, 스스로를 구분 짓는
듯한 말을 한다. 이에 대해 테레사는 “정령은 그냥 정령이야”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목마름”(sed)을 설파하던 시를 열의 있게
따라 읽던 아나에게 정령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윌렘(Willem)이
말한 것처럼 “위험한 모험을 통한 개인적 실현에 대한 욕구”(need for
personal fulfillment through perilous adventures; 723) 24 와 동일시되는
반면, 테레사는 그러한 정령의 정체가 미스테리로 남는 것에 대해

물론 이사벨과 아나의 모험심이 동일하지는 않다. 비평적 합의는 주로 아나의
모험심에 더 우위를 두고 있다. 가족이 스페인 사회의 소우주라고 했을 때, 린
다 에를리히(Linda C. Ehrlich)가 말한 것처럼, “이사벨의 세계는 아나와 그녀의
부모님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Isabel’s world is positioned somewhere
between that of Ana and that of her parents; 30).
24 로미요스는 더 나아가 아나의 이동성 및 공간의 확장성이 어른들의 세계 속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아나의 모험은 그녀를 둘러싼 ‘어둡고 비
밀스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에 기반한다”(59 Perriam 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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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
반면에 페르난도는 아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나의 정령
찾기가

유령적

마찬가지로
천착하는

존재가

스페인

편재해있는

사회의

페르난도는

시대적

축소판인

비슷한

벌의

문제의식을

맥락과

맞닿아

세계를

연구하는

공유하고

있는

있다면,
일에

것이다.

에리세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여준다. 페르난도가
마을 밖으로 나간 날 아나는 페르난도의 서재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타자기를 두드린다. 책상의 타자기는 프랑코 정권 하에서 공화적 가치를
상실하고

벌의

움직임

연구에만

몰두하며

글을

쓰는

페르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물이므로 아나가 여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페르난도만이

또한

벌집

유일하게

모양의

실제

벌에

창문을
다가가

가진

집에서

관찰하는

아나와

인물들이다.

테레사와 이사벨은 벌집 모양의 창문을 배경으로 프레임에 담길 뿐이다.
이는 테레사와 이사벨이 스페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벌이라는 점을
보여줄 뿐, 그들이 그 벌을 들여다보는 주체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
페르난도와

아나

모두

‘깨어있는

밤’

시간을

보낸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페르난도는 밤을 지새우며 벌을 연구하고, 아나는 이사벨의
말을 따라 밤에만 볼 수 있다는 정령을 만나려 한 밤중에 기상한다. 그
중에서도 공화파 가치의 상실을 가장 잘 대변해 보여주는 패잔병의
죽음은

페르난도와

아나만이

공유하는

사건으로서,

두

인물

간의

연결고리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잔병의 죽음을 마주하는 페르난도와 아나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칠게 말해서 페르난도는, 패잔병의
죽음이 몇 번의 총성과 섬광 등으로 절제되어 표현되고, 그에게서
페르난도의 물건을 발견한 군경대의 반응이 무심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만큼이나, 패잔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아나는 여느 때처럼 정령을 만나러 간 헛간에서 패잔병이 있던
자리에서 피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패잔병의 존재가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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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은유 한다는 점에서 페르난도와 아나를 구분해
보일 수 있다. 조 라바니는 대중 문화 역사가 그레일 마커스(Greil
Marcus)의 『역사의 쓰레기통』(The Dustbin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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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경유하여, ‘패’잔병이 “타자에 의해 기록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패자라는 바로 그] 수치의 역사는 … 심지어 그들도 자신의 기억이라고
믿지 않”음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라바니는 <벌집의 정령>의 패잔병
역시 “설명되지도 혹은 설명될 수도 없는 과거”(no articulated or
articulatable past; 72)를 지녔기에 진보적·근대적 시간관에서 “부정된
기억”(denied memory)을 나타내는 “산 죽음”(living dead)이라고 말한다.
물론 페르난도가 패잔병이 상징화하는 역사에 무관심으로 대응한다고
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단정지을 만한 근거는
작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사적으로

페르난도에게 “알고자 하는 절대적 욕망”(su necesidad absoluta de saber;
Erice & Fernandez Santos 148-9, Willem 723에서 재인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리세는 괴물이나 정령과 같은 고딕적이고 다소
공포스럽기까지 한 존재를 추적하는 아나의 무모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아나는 괴물을 믿고 그것을 결의를 가지고
찾아다닌다,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 아나에게는, 어쩌면
자기파괴적이기도 하겠으나,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있다: 알고자 하는
절대적 욕망이다”([Ana] cree en el monstruo, y lo busca firmemente, hasta
sus ultimas consecuencias…Hay algo hermoso, y quizas tambien
autodestructor, en Ana: su necesidad absoluta de saber). 즉 에리세는 다소
무모할 수 있는 아나의 행동이 그것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나의 행위가 “기억과 내러티브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대한 금지”(the prohibition on recalling the past through
이 책에서 마커스는 역사 기록이 어떻게 성공과 진보만을 취사선택해왔으며,
서구의 진보적 역사관에서 벗어난 패자의 역사가 “쓰레기통”(dustbin)에 버려져
왔는지를 따진다. 그는 민중 역사(popular history)가 그러한 역사의 쓰레기통 내
부를 들여다 보게끔 해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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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and narrative; Labanyi 73)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라바니는 에리세의 영화가 프랑코 치하에서의 ‘기억의 금지’에 대한
역사적 공포를 잘 포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captures the horror of a
historical period traumatized by the prohibition on recalling the past
through memory and narrative; 73), 이는 페르난도의 글쓰기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의 전반부는 페르난도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단지 벌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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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며 단파 라디오를 듣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윌렘이 지적하는 것처럼 페르난도는 “수동적인 관찰자”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페르난도는 정령을 직접 찾아다니는 아나와는
현저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전반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인 페르난도와 아나가 분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미지는
작품의 마지막에 가장 잘 나타난다.

<그림 4>

크리스 페리암(Chris Perriam)은 어떻게 보면 페르난도는 창작이 아니라 표절
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페르난도가 쓰는 글은 벨기에의 문인 모리
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의1901년『벌의 생』(The Life of the Bee)이라
는 에세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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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6>
그림 5에서 6은 상당히 유사한 미장센 (꺼진 불빛과 각성을 의미하는
물이 교차되고, 불을 끄는 손은 물잔을 쥐는 손으로 바뀐다)을 가지고
있다. 그림 4와 5는 테레사가 잠든 페르난도의 서재에서 불을 끄는
장면이고, 그림 6는 아나가 창문을 열고 또 다시 정령을 소환하기 전
물을 마시는 장면이다. 쇼트들의 시간적 배경은 두 인물 모두 깨어있던
시간인 밤이다. 페르난도는 벌 연구에 매진하느라 마치 밤새 움직이는
벌처럼 자지 않고 있었으며, 아나는 정령은 밤에만 나타난다는 이사벨의
말대로 밤중에 정령을 찾아 나섰었다. 이 장면은 작품 속에서 단절된
것으로

그려졌던

부부가

좀더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페르난도가 수면을 취함으로써 벌로 표상되는 독재 하의 현실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나타낸다. 반면 아나는 여전히 밤 중에 깨어
있으면서, 더 나아가 각성을 의미하는 물을 마신다. 이는 아나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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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차린 상태에서 또 다시 정령을 찾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는 아나가 강렬한 경험을 했지만 “점점 잊어갈 것”(poco a poco
irá olvidando)이며, 아나가 살아있음이 중요하다고(“Lo importante es que
tu hija vive, que vive”) 말한다. 이는 아나가 여전히 정령을 소환하는
것은 아나의 경험이 단순히 육체적 소모가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의
문제임을 알려준다. 의사의 대사는 ‘잊어간다’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씀으로써 아나의 경험이 ‘기억’의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아나의 정령
소환은 과거를 기억하기가 금지된 세상에서 이를 수행하려는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벌집의 정령>을 일종의 성장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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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을 때 아나의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더욱 부각된다. <벌집의 정령>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
맥락과 얼마나 결부시켜 읽는가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순수하고

어린

아나가

극적인

경험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으므로 아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혀왔다. 일례로 루이스 오.
아라타(Luis O. Arata)는 간간이 내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벌집의 정령>을 어린 아이가 어떻게 상상력을 통해 “자기
발견의 과정”(the process of self-discovery; 105)을 겪는지를 설명해주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때 아나가 정령을 소환하는 주문이 “나는
아나야”(Soy Ana)28라는 사실은 아나가 자기 자신이 주체임을 표명한다는
물론 괴테식의 인물처럼 정반합의 변증법적 성장을 그린 성장소설/교양소설/
빌둥스로만(Bildungsroman)과는 다르다. 여기서 성장은 단순히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말한다.
2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아나의 주문 “Soy Ana”를 “나는 아나야”(I am Ana)라
고 풀이하는 가운데, 폴 줄리안 스미스(Paul Julian Smith)는 “나는 아나야” 보다
는 “나야, 아나”(It’s me, Ana)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The Criterion
Collection”). 스미스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지는 않았으나, 필자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첫째는 기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타
자의 기억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아나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야, 아나”가 가지는 타인과의 분리적 성질이다. <벌집의 정령>에
서 유독 아나만이 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추적할 뿐 아니라, 감독인 에
리세 역시 아나에게 독특한 위상을 부여하였다는 점은 이미 짚고 넘어온 바 있
다. “나야, 아나”라는 말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아나 자신이 정령을 소환
하고 있다는 함의를 품고 있다. 스미스가 말하듯이, “아나만이 [정령이라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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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아나의 성장을 뒷받침해준다. 그런데 정령이라는 타자를 부르는
주문이 왜 아나 자신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타자를 자기 자신으로 부르는 행위는 단일한 정체성을 고집하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페르난도 사바테르(Fernando Savater)는 아나가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령을 소환한다”(invoking the spirit that is
now within her; 96)고 말하고, 페리암은 “그녀 자신이 패잔병이 됨으로써
살아보지 않은 과거 바로 그 과거를 수행한다”(Becoming a fugitive
herself, she acts out just such an unlived past; 77)고 말함으로써 아나의
정령 소환 주문이 타자의 과거를 내면화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처럼
타자를 자신의 일부로 통합시키는(incorporate)29 아나의 자세는 에리세가
견지한 내전 시대의 기성 세대에 대한 비판의식과도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벌집의 정령> 속 어른들은 모두 공허한 부재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왔는데, 이는 1940년 내전 직후에 태어난
에리세가 본 어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때때로 나는 어린 시절이 본래적으로 진공관이었던 이들, 우리와
같이 내전 직후에 태어난 이들에게 어른들은 주로 진공관,
부재였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있던 그들은 거기에 있었지만 또
없었다.

어른들은

왜

거기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거나, 떠났거나, 아니면 자기-본위적인 존재가 되거나, 가장

를] 밝히려고 마음 먹은 듯이 보인다”(only Ana seems resolved to uncover; 24).
덧붙여 후안 파블로 파체코 베하라노(Juan Pablo Pacheco Bejarano) 역시 “아나
의 주체성만이 전체 사회의 윤리적 충돌과 딜레마가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된다”(Ana’s subjectivity becomes the only medium through
which the ethical conflicts and dilemmas of an entire society can be transmitted
and dealt with; 65)며 아나가 가지는 유일성을 지적하고 있다.
29 러셀은 “아나가 괴물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였다”(She has incorporated the
monster; “Monstrous Ambiguities” 192)고 말한다. “통합”이라는 단어 선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애도와 우울증을 구분을 발전시킨
에이브러햄과
토록(Nicolas
Abraham
and
Maria
Torok)의
용어
“합체”(incorporation)를 떠오르게 한다. 이들의 “합체”는 누군가를 상실한 이가
죽은 이를 자기 안의 지하묘지(crypt) 속에 모셔두고 살아있게 하는 비정상적인
애도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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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표현 수단도 급작스럽게 뺏겼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악몽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이를

낳거나

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깊이 남아있었다. 부재만을 드러내는 깊이 훼손된
무언가가 말이다.
Sometimes I think that for those whose childhood contained an
inherent vacuum, for those of us born immediately after a civil war
like ours, the elders were often just that: a vacuum, an absence.
Those who were there, were there and they were not. And why
were they not there? Because they had died, left, or else become
self-centered beings, radically deprived of their most elemental
means of expression. Having finished with what they considered to
be a nightmare, many returned to their homes, had children, but
something remained ingrained in them, something deeply
mutilated that reveals an absence. (Erice & Fernández Santos 144,
Arata 99에서 재인용)
인용문에서 에리세는 내전을 겪고 난 후유증을 앓는 윗 세대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에리세는 그들이
“거기에 없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떠남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본위적이 되어버렸다거나 침묵으로만 일관하게 되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벌집의 정령>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들은 마치
벌집의 방에 갇혀 소통이 부재한 이들인 것이다. 아로세나가 말한
것처럼, “[에리세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봉가의 예를 들어 말할 수
없는

채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검열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he

criticizes the self-censorship of a society that existed without being able to
speak, by taking as an example a beekeeper who remains silent; 69).
에리세가 작품 속 자신의 세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아나에게 비밀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는 정령과 마주하도록 하며 감독의 차원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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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의 정령>으로 형상화한 것은 스스로를 침묵의 세대와 분리하고,
과거의 문제에 윤리적으로 다가가려는 의지로 보인다30. 세대적 문제로서
에리세와

아나가

동일선상에

놓인다면,

아나가

작중의

괴물인

돈

호세에게 눈을 되찾아주고 패잔병의 상처를 돌보는 일은 “완수되지 못한
돌봄과 보살핌의 약속”(the promise of care and attention which [(as is
painfully evident)] has not been fulfilled; Lomillos 127)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에리세의 다음 작품 남쪽(El sur, 1983)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과거의 문제
를 묻어두지 않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꼭 10년 뒤에
발표된 이 작품은 공교롭게도 <벌집의 정령>의 시대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1940
년에 유년 시절을 보낸 10대 소녀 에스트레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벌집의 정
령>에서처럼 아버지와의 갈등을 그린다. 이 작품에서도 아버지는 내전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하고 마는데, 에스트레야는 아버지의 죽
음 이후에 작품에서 수수께끼를 풀 단서가 되어줄 남쪽으로 갈 결심을 한다. 아
나가 창문을 열고 정령을 소환하며 뒤돌아 관객을 보는 것으로 과거의 기억을
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끝맺었다면, 아나보다 좀더 성장한 에스트레야는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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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유령이라는 타자로서 보기
(1) 시간의 역행: 이창동의 리얼리즘

한국 영화사에서 이창동 감독은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는
1997년 <초록물고기>를 통해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기 이전에 1983년 소설
가로 먼저 등단하였다. 제도권 문학상에서의 여러 번의 수상과 스토리의
탄탄함, 시나리오상 수상 등은 이창동을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으로 만
들어놓았다. 따라서 동시대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
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편이며, 더불어 그를 한국 영화사의 여러 움직
임 속에 놓으려는 시도도 많았다. 그 예 중 하나로는 이창동을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 시기로 분류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영화의 흐름을 지칭하는 말로서 대부분의 이
창동 영화들과 <파이란>(2001), <번지 점프를 하다>(2001), 친구(2001) 등
의 영화가 이에 속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주로 우울감을 그리며, 플래
시백의 사용으로 과거와 현재라는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창동의 영화가 갖는 특이성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판타지적으
로 그리고자 함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환상을 이용하여 현실을 되돌아
보게 한다. 그전에 <시>가 특히나 매체론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리얼리
즘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창동의 영화에서 활용되는
환상성은 그의 영화가 촬영되는 네오리얼리즘적 방식—<시>에서도 보인
바 있는 핸드헬드 기법이나 비전문적인 배우의 기용, 그리고 롱테이크
등—과 결합될 때 모순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네오리
얼리즘은 현실과 영화 사이의 “무매개성”(immediatezza; Casetti 28)을 특
징으로 하는데, <시>에서 이창동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
시>의 중심 소재인 강간 사건은 실제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십대들의
50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작중의 김용탁 시인은 실제 김용택 시인이,
학부모들의 정의롭지 못한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는 교감 선생님은 실제
강원도지사가, 또 작중의 미자는 실제 본명이 손미자인 배우 윤정희가
연기하였다. 김창환(Kim) 역시 직접적으로 말한 바 있는 “실제 삶과 영
화적 삶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전략”(the strategy of the interplay
between real and reel lives; 71) 역시 현실과 영화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
게 하는 네오리얼리즘의 특성 중 하나이다. 실제 김용택 시인이 영화에
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서정주의(lyricism) 시인이고,
이런 ‘김용탁’ 시인에게 냉소를 보내는 영화 속 ‘황명승’은 (황병승 시인)
실제로 실험적인 미래파 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관객에게 현실과 재
현 사이의 괴리를 줄이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
에 이창동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이미지들—<오아시스>에서 장
애인인 한공주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시>에서처럼 이미 죽은 희진이 카
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은 황혜령이 말하는 것과 같이 리얼리즘의 물화
에 지속적으로 저항(“his creative uses of irrealistic images constantly resist
the reification of realism”; Hwang 4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창동의 영화에서 사용된 환상적 기법들 사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의 역행이다. 그 예시 중 하나로는 <박하사탕>이 있다.
<박하사탕>(Peppermint Candy, 2000)은 2000년 1월 1일 0시라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듯한 상징적인 순간에 나타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는 한
남성이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고함치는 장면으로 시작한
다. 그런 뒤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6개의 시퀀스는 1999년 봄에서, 첫 시
퀀스와 같은 공간적 배경의 1979년 가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영
화는 역행하는 기차를 매개로 주인공 영호의 지난 20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각각의 시퀀스에서 시간의 역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떨어지는 꽃잎이 아니라 다시 나뭇가지에 달라붙는 꽃잎, 후진하는 자동
차, 뒤로 달리는 아이들이나 인력거를 거꾸로 이끄는 인부 등이다. 즉 실
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영화만의 기법으로 가능한 현상이나 행위들이다.
51

그런데 시간이 거슬러가는 동시에 카메라의 시점은 전진하는 기차를 보
여주고 있다. 달리 말해 기차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으
로 퇴행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영화에서

시간적

연속성을

방해하는

플래시백

(flashback)이 지니는 효과이다. 주류 영화에서 시공간적 연속성 혹은
“이음매없는”(seamless) 편집은 서사적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론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영화 기법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여
겨진다.

시간적

연속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이라는

인상”(the

impression of reality)을 주어 “실상은 이상적인 현실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presents as natural what is in fact an idealistic reality; Hayward 74).
이창동의 플래시백은 7개의 시퀀스로 나뉘어져 이음매 없는 편집도 아니
거니와, 시간을 거스르는 플래시백의 형태로 관객에게는 다분히 비현실
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다운의 말처럼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
건은 과거에 체험한 일이지만 현재진행형의 형태로 존속한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현재의 모습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인지에 대한 물음의 답
변이 된다. 달리 말해 플래시백과 같은 “이창동 영화의 환상적 장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괴물 같은 현실이라는 내재적 성질을 상기시킨
다”(the fantasy device in Lee’s films constantly remind us of the intrinsic
nature of our monstrous reality; Kim 46).
선행연구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으나,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간
의 역행이 나타난다. 이후의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자의 죽음과 희진의
죽음이 연결되는 것은 곧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다. <박하사탕>이 영화의
시작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환상적인 요소를 더 짙게 하는 방식으
로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환기하였다면, <시>는 ‘끝’맺어져야 하는 합의
와 계약이라는 상징계적 질서 속 목적론적 시간을 비판한다. <시>에서 이
러한 시간의 역행은 타자의 시선에서 관찰하기라는 윤리와 결부되어 있
다. 타자의 눈으로 볼 때만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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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계로부터의 소외와 시적 세계

작품에서 미자가 희진을 애도하는 방식은 상식적인 차원의 그것이 아
니다. 무엇이 상식적인가에 대해서는 따질 것이 많겠지만, <시>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할 법한 행동들을 선악의 잣대 없이 보여준다. 영화의 초
반에 아픈 사람들이 모인 병원에서 사람들은 텔레비전 스크린 속에 울부
짖는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희진의 사건에서 직접적인 가해자
이기도 한 아이들의 학부모는 “애들 장래”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학
교 측 역시 “소문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혈안이다. 병원에서
나올 때 넋을 잃은 희진의 어머니를 보면서 사건을 접하게 된 미자는 마
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마트의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미자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연출된다. 반면 미자
는 지나가다가 목격한 모르는 여성의 오열을 기억하고 언급하며, 희진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손자 종욱에게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희생자가 ‘어떤 여자애’인지를 묻는다. 종욱이 말하듯이 “같은 학년이라
고 다 아는” 것도 아닌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진에 대해서도, 희진
이 희생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미자가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거나, 종욱에 의해
무시되는 것이 영화의 초반부인만큼, <시> 속 세계는 ‘보다’와 ‘말’ 사이
의 긴장이 두드러진다. 특별히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시> 속) 현실
세계는 언어로 구성된 세계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공간이다. <시> 속 대사
에는 유독 “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곧 언어와 법으로
구성된 상징계를 표상하기도 한다. 인물들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최우
선순위로 해야 하는 일이 사건의 본질은 숨기고 ‘말’로써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희진의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한 기자 앞에서
실수로 일의 진전을 말해버린 미자는 학부형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
놓는데, 기범 아버지는 “말조심”해야 한다며 신신당부한다. 다른 학부모
는 단적으로 “피해자 측만 ‘입’을 열지 않으면 막을 순 있겠는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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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발화 행위가 곧 가해자들의 계획을 막는 것임을 분
명히 한다. 교감 선생님 역시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
지지 않도록 희진의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절대 단도리를 해뒀”다고
안심시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말’이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그는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말뿐 아니라, “잠꼬대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고 말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 마저 제
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한 학부형은 미자에게 상황 연출
을 제안하기도 한다. 희진의 어머니에게 같은 여성이면서 사회의 주변부
적 위치에 있는 미자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호소하며 그녀를 설득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어, 같은 여자끼리. 눈물도 이렇게 쭉,
이렇게 흘리고 가면서”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는 피
해자를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그 스스
로도 말하듯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인물들이 정확
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말조심’은 언제나 법적·
계약적 용어이면서 사회적 질서를 나타내는 ‘합의’, ‘합의금’, ‘동의’, ‘위로
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상징질서에 가깝게 묘사된
다. 기범 아버지는 합의가 마무리 될 무렵 미자에게 “돈은 마련하셨”냐
고 묻는다. 미자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자 그는 희진의 어머니를 가리
켜 “여자애 엄마와 얘기 잘 되려고” 하는 중이었다며 ‘얘기’라는 담론
차원에서의 합의와 돈으로 인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를 한데 묶어
놓고 본다.
미자는 이처럼 ‘말’로써 타협 가능한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위치를 점한다. 공교롭게도 미자는 여러 면에서 경계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미자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거리 두기를 가능케 하며 희진의 입장
이 되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으
며 “파출부 일”을 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주변부적 위치에 있는 미자에
게 위로금을 마련하는 일은 계속해서 지연된다. 이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54

간의 조속한 합의는 연기되는데, 이는 미자에게는 희진이 되어보는 경험
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능케 한다. 서사의 전개 내내 미자가 학부모들과
회장님을 포함한 여섯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된다는 것은 희진이 여
섯 명의 남자 중학생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과 같은 구도를 형성하기 때
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알츠하이머 초기인 그녀는 언어를 상실해가면서
상징계와 상징계 바깥을 오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에서 ‘말’로
‘합의’를 보는 세계가 민사적인 법이 작용하는 상징계라고 할 때, 신철하
가 지적하듯이 “’미자’는 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여인”이며, “정확하게
말해 법과 정의 경계에 위치”한다. 특히나 “치매 진단을 받고 축적된 언
어의 기억으로부터 소외되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여인”(379)이라는 점에
서 미자는 언어로 표상되는 세계와 그 외부 사이에 걸쳐져 있다. 실로
미자에게 세상은 기표와 기의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알츠하이
머로 인해 단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 미자는 손짓으로 설명한다. 언어를
잃어가는 미자에게 표현의 수단은 몸짓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자
에게 희생자 희진을 애도하는 일 역시 화장실에서의 울음과 신음, 그리
고 희진과의 동일시라는 체험을 위한 원치 않는 성관계와 같은 몸의 감
각으로 나타난다.
언뜻 보기에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방식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미
자에게 언어적 예술의 정수인 시 쓰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시>
의 서브플롯이 미자가 시를 짓고자 한다는 내용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시>는 시 짓기가 언어적 예술임에도 말이나 글이 아니라 ‘잘 보기’가 중
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작중 시 강의에서 시를 써내는 이는 미자가
유일하다. 미자의 시가 희진이라는 타자를 애도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울음과 신음과 같은 감각과 몸으로 타자에게 반응하는 그녀에게 언어적
예술인 시 짓기가 가능한 것은 오히려 미자가 언어를 잃어가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 속에서 시가 각별한 위상을 갖는 이유
때문도 있다. <시>는 작품의 초입부터 시의 존재론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영화는 초반에 푸른 자연의 시골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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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나, 곧 강물을 따라 떠내려오는 시체를 보여준다. 곧이어 ‘시’
라는 큼직한 글자가 새겨진다. 물론 이는 죽음과 함께 ‘시’라는 글자를
배치함으로써 앞서 감독이 의도한 ‘시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일 수 있으나, 평론가 안시환의 말대로 “시는 소녀의 시체 바로 옆에 있
어야 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시가 타자와 동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시>는 타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시를 이해하지 못 하는 이들로 묘사한다. 예컨대 미자가 시를 쓴다고 할
때, 기범 아버지는 “시조창 할 때” 그 시냐고 되묻거나 “시를 왜 쓰세
요?”하고 묻기도 한다31.
물론 미자와 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위상을 갖는다고 해도 미자의 시
쓰기가 단숨에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극의 초반에 미자는 집착적이라고
할 정도로 시 쓰기를 미학적 아름다움과 동일시 한다. 미자가 나무와 바
람, 새의 노랫소리 등에 집중할 때에 미자는 오히려 시를 쓰지 못한다.
그렇기에 미자는 김용탁 시인에게 강의 중에 “시상은 언제 찾아오나요?”
하고 묻는데, 시인은 이에 대해 “설거지통 속에서도 시가 있다”고 대답
한다. 뿐만 아니라, 미자의 맹목적인 ‘시상 찾기’는 학부형들로부터도 비
난을 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인 식사 자리에서 미자는 자리를 떠나 맨드라미꽃을 보며 시작 메모를
남긴다. 이때 한 학부형은 “참 철없는 할머니네”하며 혀를 찬다. 물론 작
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희생자의 고통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
고 “아이들의 장래”에만 관심이 있는 학부형들이 미자를 비난할 입장은
못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만 매몰된 미자의 자세가 “철없”다는
것은 감독 스스로도 표현한 바 있는데, 미자가 희진의 어머니를 만난 장
면에서이다. 미자는 희진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그녀가 농사짓는 곳
까지 찾아가지만 길 위에 떨어진 살구와 “깨지고 [밟힌] 살구”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모습에 감탄하다가 정작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잊

평론가 안시환은 “공동체의 세계와 시의 세계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
한다 (“영화의 힘, 기적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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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리고 만다. 무엇보다도 가해자 측을 대변해야 하는 미자가 희생자
측 어머니 앞에서 살구의 생(生)을 탄복하는 것에 대해 한 평자는 고통
뒤에도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희진의 어미니와 여전히 자연적 아름다움
에 매료된 미자가 대비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안시환 237).
미자가 추구하던 시적 아름다움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미자의 시적
세계관이 전환의 국면을 맞는 순간이기도 하다. 처음에 시 강의에서 응
시의 대상물이던 사과가 동음이의어의 사과로 기능하는 순간은 미자에게
있어서 시적 세계관의 변화를 전조처럼 보여준다. 종욱의 친구들이 밤늦
게 미자의 집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모의를 하려는 듯이 모였을 때,
미자는 마침 사과를 들고 김용탁 시인의 ‘본다’를 직접 체험해보는 중이
었다. 미자는 사과를 들고 빛에 비추어 보거나 눈살을 찌푸리며 더 자세
히 보고자 한다. 여기서 미자는 ‘보다’를 시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에
머무는데, 진수미는 나아가 미자가 사과를 ‘먹는’ 행위에 집중하여 아이
들과 미자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미자가 아이들에게 “사과 먹을래”라고
제안할 때, 종욱은 미자가 귀찮게 군다며 이를 거절한다. 미자는 다시 천
진난만한 소녀처럼 “과일은 먹는 게 제격”이라며 사과를 깎아 먹는다.
‘사과’가 갖는 다중적인 의미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이 장면
에서 진수미는 “어떠한 사물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남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때, 사과를 체내에 흡수시키는 이 행위는 영화에
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는 문제에 유일하게 매달리는 인물로서 미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지적한다(153). 즉 이 장면에서 사과는 더 이상 지켜
보는 대상으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심지어 몸의 일
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시 낭송회에서 미자가 다른 회원과
나눈 대화—시를 쓰고 발표한 한 여성 회원은 미자에게 조언하면서 “느
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미자는 “나도 느낄 수 있는데” 라
며 응답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감각과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응시와 감각이 교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자가 우연히 들어선 성당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곳에서 미자는 위령미사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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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박희진이라는 이름과 희진의 세례명 아녜스라는 이름을 읽게
된다. 바로 옆으로 눈길을 돌리자 미자는 희진의 사진을 보게 된다. 이
장면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을 사진을 통해 동일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보고 전혀 모르던 누군가의 얼굴을 처음으로 대면하
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안숭범이

에마뉘엘

레비나스(Emanuel

Levinas)의 표현을 빌려 말하듯이(228), 이는 (영화에서 유명한 마지막
장면으로 희진이 관객을 응시하기) 이전에 이미 “타자의 얼굴”을 비춘
것이다. 여기서 미자는 희진의 사진을 보고서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은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의 푼크툼(punctum)이라는 사진의 존재론을 떠올리게
한다. 바르트는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punctuate 단어로 관
찰자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의 ‘상처’를 내는 사진의 효과를 설명한다.
실제로 이 장면은 바르트의 푼크툼을 작중의 미자가 보여주는 동시에 서
사에서 전환점 구실을 하기도 한다. 작중에서 미자가 자신의 혈육인 종
욱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보다는 피해자인 희진의 입장에 다가가
는 것은 성당에서 희진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본 이후이며, 심지어 미자
는 그 사진을 훔친 뒤 서사 내내 자신의 가방에 사진을 넣어 다니는 것
으로 나온다. 또한, 작중에서 희진의 사진이 미자에게는 푼크툼으로 기능
한다는 것은 종욱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하루는 미자가 식탁
위에 희진의 사진을 올려 두는데, 종욱은 식사 시에 희진의 사진을 보고
흠칫 놀랄 뿐, 종욱에게 사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의 계기가 되거
나 죄책감을 묻는 도구는 아니다.
미자는 ‘보다’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시의 세계로 진입한다. 실제로 미
자는 서사가 전개되면서 시적 아름다움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무슨 얘길 하나 들어보”는 등 시각적 차원에서 감각으
로 옮겨간다는 것은 앞에서도 다룬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중철은 <
시> 속 ‘보다’를 축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의 “다채로운 활용”에
주목한다. 그는 “보조동사로서의 ‘보다’는 ‘시험 삼아서 하다’라는 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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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실천의 의미를 갖”게 되며, “사물을 ‘제대로/진짜로 보기’ 위해서
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일차적 시지각 행위보다 ‘귀 기울이고, 헤아리고,
깨물기도’ 해야하는 부가적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고 말한다
(395). 다시 말해 ‘보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에 붙어서 쓰임을 확장함으
로써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기 보다 감각과 행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
이다. 이는 미자가 희진이 성폭행을 당했던 과학실을 들러’보’거나, 희진
이 죽은 다리와 강물에 가’봄’으로써 희진의 흔적을 따라갈 때, 강가에서
꺼내든 시상 노트에 떨어지는 빗물로 가장 잘 나타난다. 그 동안 펜으로
써야만 했던 노트가 “종이 위로 번지는 빗물의 ‘물질성’”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안시환이 말하듯이, “<시>는 갑각에 가로막힌 채로 죽어가는
우리의 감각을 되살리려” 하며, “습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상을 경험하
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감각이 열리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함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37). 실제로 미자는 “빗물의 ‘물질성’”을 온몸
으로 느끼고 나서 회장님과의 성관계를 해’본’다. 만약 안시환의 말처럼
“빗물의 ‘물질성’”이 선행되고 난 후에 “빗물이 소녀가 흘리는 눈물의
은유”로 기능하기도 하였다면, 미자가 비에 젖은 채로 회장님을 찾아간
것은 “미자의 내면[이] 죽은 소녀의 페르조나와 겹”치는(신철하 385) 것
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후에 희진의 유족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장님과 노트로 나누는 대화가 미자가 서사 내내 수시로 시상을
기록하던 바로 그 노트라는 점은 ‘시’란 미자가 처음 이해한 것처럼 고
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돈” 그리고 회장님의 말
을 빌리자면, “협박”과 같은 아름답지 못한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창환(Kim) 역시 말한 것처럼, “시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미자의] 의지는 실제 세계의 참상들의 방해를 받는”(her
will to accept the world through poetry is disrupted by the horrors of the
real world; 71)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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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자로서 보기”와 정의의 요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갖가지 체험으로 ‘잘 보다’의 시학을 실천하는
미자에게 그럼에도 여전히 시각적 체험이 가장 우위를 갖는다는 점은 흥
미롭다. <시>에서 강의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시학이 ‘잘 보기’인
만큼, <시>에서 미자의 대속을 추동하는 것은 ‘눈’이다. 희진을 애도하는
위령미사가 진행 중인 성당에 우연히 들어간 미자는 그곳에서 희진의 또
래 아이들의 ‘눈길’을 받으며 당혹감을 느끼고 당황해 한다. 아이들과 미
자가 몇 번의 눈길을 주고 받은 뒤에 미자가 황급히 성당을 나서는 것을
두고 죄책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황혜령이 말한 것처럼 미자
가 “희진의 친구들이 보내는 비난조의 시선에 노출됨으로써 처음으로 ’
보는 것’과 ‘보아지는 것’의 섬뜩한 힘을 경험했다”(experiences the
macabre power of “seeing” and “being seen” for the first time when she is
exposed to the accusing gaze of a few of Hee-jin’s friend; 47)고 말할 수 있
다. 한편 다소 엉뚱한 성격과 맞물려 학부형들과의 모임에서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방에서 나가는 모습이나, 희진이 뛰어내린 강가에서 빗물을
맞으면서 허망한 듯이 강물을 바라보는 모습 등은 관객으로 하여금 미자
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를 궁금하게 한다. 신철하는 “화면 흐름에서
미자의 시선은 거의 매번 경계의 밖을, 혹은 허공을 향해 있다”고 관찰
한다. 그는 이를 “관찰의 미시성”이라고 부르며, 미자를 “어떤 공동체로
부터 소외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하는데(384), 이는 미자가 행하는 “관찰
의 미시성”이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희진을 보려는 미자의 노력
이기도 하다.
작품 <시> 속에서 희진을 애도하는 미자의 노력이 시각성으로 나타나
는 것은 기존의 응시와 권력 담론을 뒤집는 힘을 지닌다.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는 근대에 들어서 어떻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시각
성만으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해졌는가를 추적한다. 하지만 미자의 경우
가장 미시적인 것조차 보고자 하는 욕망은 어떠한 미물이라도 포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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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거나 통제하려는 속성의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의지라고 봐야 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유령의 존재를 탐구하는 에이버리 고든(Avery Gordon)은『유령적 문제:
귀신들림과 사회학적 상상력 』 (Ghostly Matters: Haunting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에서 “귀신들림은 근대의 사회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Haunting is a constituent element of modern social life; 7)라고 말한
다. 고든의 통찰은 한편으로는 일상의 구성 요소에 유령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을 보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주변화되고 배제되거
나 억압되는지”(marginal, excluded, or repressed; viii) 그 사회적 역학관
계를 유령이라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해석하게 해준다. 따라서 미자에게
있어서 ‘봄’에의 집착은 그 대상이 일차적으로는 죽은 희진의 흔적이라
는 점에서, 이차적으로는 성폭행 사건과 해결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관
망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유령이 만들어지거나 유령이 만들어내는 사
회적 관계를 살피는 일이 되기도 한다. 즉 미자의 ‘보기’는 타자와 타자
를 둘러싼 사회적 역학 관계를 보려는 의지인 것이다. 고든에게도 미자
에게도 “유령은 단순히 죽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인물
이 되며, 이를 탐구한다는 것은 역사와 주체성이 사회적 삶을 만들어 내
는 밀도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다”(The ghost is not simply a dead or a
missing person, but a social figure, and investigating it can lead to that
dense site where history and subjectivity make social life; 8). 이처럼 미자
의 ‘잘 보기’가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응시를 벗어나는 한에서 미
자의 관찰은 타자와 타자를 둘러싼 “비윤리적 세계와 상황”을(안숭범
226) 주시하므로 윤리성을 지닌다.
그러나 <시>는 미자가 수행하는 ‘잘 보기’의 시학이 아무리 윤리적이
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언어적 예술로서의 시 짓기와는 구분한다. 다
르게 말해 미자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시를 써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커리 승(Zachary Sng)의 지적대로, 어느 순간
“타자를 보기는 타자로서 보기로 바뀐다”(Seeing the other must g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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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ing as other; 11). 그런데 미자가 보고자 하는 타자는 이미 죽은 유
령이다. 따라서 서사적으로 시 쓰기의 완수는 “실재를 통과해야만 완성”
된다(이현승, 송정아 123). 여기서 “실재”는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가 “타자로서 보기”를 구현해낸다고 할 때, 죽음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다. 미자가 죽음을 택하기 때문에 희진과 동일시될 수 있
기도 하지만, 그보다 미자는 타자의 위치에서 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
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Hwang)은 이러한 미자의 죽음을 “희생자를
위한 적극적인 애도”(47)인 동시에 미자가 처한 망각과 치매라는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으로 본다. 황은 미자가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점
점 잊어갈 것이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현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며 미자의 죽음을 망각에의 저항으로 읽
는다. 또한 아녜스의 노래라는 시는 “영원히 기억하는 일”(the task of
remembering in eternity; 52)이 된다며 기억의 윤리성을 주장하지만, 이러
한 해석은 미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애도와 기억에만 머문다는 점에
서 아쉬움을 남긴다. 승의 지적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자의 시 쓰기를
사회적 비판 의식과 연결 짓는다. 그는 “미자는 불의를 드러내고 직면하
려는 끈질김 덕분에 드디어 시를 쓸 수 있게 된다”(Mija is able at last to
write a poem because of her tenacity in uncovering and confronting
injustice; 11)고 말한다.
미자의 시 짓기는 <시>에서 직선적 시간성을 갖는 ‘합의’에 대한 비
판일 수 있다. 미자의 시 쓰기가 가능해진 시점이 종욱을 고발하고 난
후라는 사실은 그녀의 시학이 상징계적 질서에 대한 비판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뒷받침해준다. 특히나 미자가 종욱을 고발한 일은 이미 앞서
짚고 넘어온 것처럼 말(언어)로써 이루어진 합의가 실패로 끝날 것임을
예고한다. 물론 <시>는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줄 뿐, 고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종욱이 경찰관의 손에 넘겨
지는 순간도 여느 때처럼 미자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묘
사되어 아주 절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종욱의 고발이 갖는 의미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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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는데, 학부형들이 아이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자세가 조속한
합의에 이르는 선형적 시간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미자의 고발은 비윤리
적인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미자의 애도가 시 쓰기로 나타난다고
할 때, <시>에서 미자의 애도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빗물이나 회장님에 대
한 “협박”으로 가로막히므로 직선적이지 않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비
판은 합의가 막 이뤄지려던 찰나에 보여진다. 회장님으로부터 얻어낸 합
의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미자는 다른 학부형들에게 “이제 이대로 다
끝난 건가요? 완전히...”하고 묻는다. 작중 미자가 학부모들이 모의하는
합의 과정에 한결같이 무관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미자의 “완전히” “끝”
났냐는 물음은 드디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냐는 의미라고 보기 힘들다.
이에 한 학부형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순 없죠”라고 답하며 미자의 말
을 반복한다. 하지만 같은 표현에 대한 둘의 함의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
학부형은 “완전”한 “끝”을 일관되게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 학부형은 “얘기를 끝냈”다거나 “언론”을 “막았”다는 등
의 말로 합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합의만 하면 끝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가 경찰에 고발하면 수사를 해야 된대요. 뭐 그래도
우리는 학교 하고도 얘기를 끝냈고, 뭐 언론 쪽도 막았고, 피해자
가족 하고도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필
자 강조)
반면 “끝”은 미자에게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가라는 직선적 시간에 대한 비판의 함의를 담고 있는 말이 된다. 이
장면 바로 직후에 미자는 손자 종욱이 있는 오락실로 가는데, 프레임의
가장자리에는 “화폐교환”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
가 합의금 마련과 입막음으로 상쇄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
내고 있다32. 이때부터 미자는 손자를 직접 고발하여 시 낭독회에서 만난

아래 그림 7에서 ‘짱 오락실’이라는 글 밑에 “화폐교환”이 프레임 안에 담긴
다. 카메라는 흔들리면서도 화폐교환이라는 글자만은 온전하고 정확하게 담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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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아주 작은 글자일 뿐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이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희진의 어머니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직후이면서, ‘위
로’나 ‘합의’와 같은 상징질서가 내포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시>에서 글자를 프레임 내에 포착함으로써 무언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강의 수강생들이 ‘내 인생의 아름다웠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 나타난 바 있다 (그림 8과 그림 9 참고). 다른 수강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때는 글자 전체가 나타나는 편이지만, 불륜 이야기가 등장할 때
만 카메라는 “아름다웠던 순간”을 지워버린다. 따라서 프레임에는 “내 인생의”
라는 글자만 보이게 된다. 이러한 프레이밍을 통해 <시>는 불륜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우성 역시 합의금 마련으로 타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덜려고 하는 학
부모들을 바라보는 미자가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이창동 영화
의 타자성과 윤리적 재현방식 연구』에서 그는 교환의 다양한 양태에 집중하는
데, 자식을 위해 부모가 갖는 “증여로서의 책임”이 언뜻 보기에 부모가 자식에
게 갖는 본래적 책임감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타인의 죽음으로 등가교환될 수 있는 “폭력적 위선”이 드러난다고 말한
다(190-1).

<그림 7>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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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게 사건을 담당토록 하는 등, 이전의 법적·사회적 합의를 뒤집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자가 희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선택하며 스스로
유령이 되는 것은 모든 상징계적 질서를 미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윤리
적으로’ 정리하고 난 뒤로, “타자로서의 타자에게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또는 정의를 돌려”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마르크스의 유령들 70).
<시>는 직선적 시간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시간을
역행하여 타자로서 보기를 영화적으로 실천하여 보여준다. 이는 처음에
는 미자의 시점과 희진의 시점이 겹쳐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시>의 마지
막 시퀀스는 미자가 유령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서, 한 예가 될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미자의 시는 처음에는 김용탁 시인의 목소리에
서 미자의 목소리로 낭독되었다가 이내 희진의 목소리로 대체된다. 목소
리의 교체와 함께 카메라의 시점 역시 바뀌는데, 이는 이미 유령이 된
미자와 희진 간의 시점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카메라가
주관적 시점 쇼트를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인물의 시점과 완전히 일치된
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림 10과 11에서 보듯이 우리는 ‘보는 이’가 누구인
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관찰자의 시점과 완전히 일치하
는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 같은 미상의 관찰자의 시점에서
제시되는 쇼트는 서영채가 말하듯이 영화라는 매체가 아니라면 포착할
수 없는 “죽음의 시선”(43, 47)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영채는 “죽음의 시
선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지닌 강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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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힘”이라고 말한다. 그림 10과 11은 객관적 시점 쇼트와 같은 효과
를 내지만 사실 작품에서 미자가 겪은 경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
히 그림 10은 미자가 시 강의에 처음 다녀오고 난 후 바람 소리를 듣고
느껴보려고 했다는 장소이며, 그림 11은 병원에 갔다 온 미자가 버스에
서 내려 시 강의 포스터를 발견했던 장소이다. 그런 후 그림 12에서부터
는 희진의 목소리가 시를 낭송한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는 희진의 것이
지만, 서영채가 말하는 “죽음의 시선”은 하나의 시점으로만 나타날 수는

<그림 10>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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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림 13>
없다는 것이다. 그림 14에서 카메라의 시점과 일치되는 “죽음의 시선”은
카메라를 반기는 개의 몸짓으로 보건대 희진의 시점이라는 것이 강력하
게 암시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그림 12와 13이 보여
주는 공간은 살아있을 때의 미자가 희진을 애도하기 위해 다녀간 공간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영채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작품의 마지막 시퀀
스에 제시되는 쇼트들에서 두 인물의 시선은 혼재되어 있으므로 “겹의
시선”(45)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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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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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림 18>
이에 더해, 이러한 기법의 효과를 의도하는 대상이 관객임을 덧붙일 필
요가 있다. 관객은 카메라 시점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
가 비추는 것은 곧 관객이 카메라의 눈과 동일시하도록 해준다. 이때 카
메라가 미자의 시점에서 희진의 시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림 10에서
16) 그것 자체로 시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희진의 죽음이 미자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카
메라가 시간을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마지막에서 희진이 살아있
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희진이 응시의 주체가 되는
순간은 (그림 17) 카메라 시점 일치를 통해 희진과 동일시하던 관객이
완전한 타자를 마주하게 때이다. 승 역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림
18과 같이 카메라가 강물의 높이에서 자연을 비추는 것은 타자로서 보기
를 관객이 실천해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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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에 나타난 리얼리즘과 유령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당대의 비윤리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령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졸리니, 에리세, 이창동은 모두 기존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던 19세기의 정통적인 리얼리즘에서 벗어난
리얼리즘을 보여주려 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보편적이고 동일자적인
현실이 담아내지 못하는 타자의 현실을 유령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테오레마>, <벌집의 정령>, <시>는 각기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서
유령을 출현시킴으로써 각각의 현실에서 유령성을 지닌 타자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테오레마>는

이탈리아의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부르주아 가치가 몰락하던 1968년을 배경으로,
손님-유령과의

만남으로

인해

하녀인

에밀리아가

지니는

유령적

타자성을 드러낸다. <벌집의 정령>은 내전 직후 프랑코 독재 정권 하의
귀신들려 있는 스페인의 마을 안에서 유령과 괴물 그리고 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억압된 기억인 정령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가 지닌 윤리성을 발견한다. <시>는 합의와 계약, 그리고 자본주의의
한국 현대 사회에서 ‘말’로 이루어지는 합의와 화폐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으로 등치 되는 타자에 대한 비윤리적 애도의 문제를 상징 질서의
상실을 나타내는 치매를 앓는 미자를 통해 비판한다.
세

작품은

리얼리즘의

모두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되어

리얼리스트
온

동시에

감독들의

텍스트로서,

초자연적인

미스테리한

존재들을 출현시킨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이때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유령은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함으로써 인물들과의 상호성을 갖는데, 이는
현실 속 인물들이 유령을 인지할 수 있는 조건이자, 타자에 대한
윤리성을 나타낸다. <테오레마>에서 손님-유령은 부르주아와 하녀라는
이분법의 대립 구도와 관계없이 인식되지만 그러한 유령에 의해 삶이
파괴되지 않는 인물은 부르주아 가정 내에서 유령적으로 묘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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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뿐이다. 파졸리니는 에밀리아를 유령적인 타자로 묘사함으로써
당대 이탈리아 사회의 기저에는 타자로서의 에밀리아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왔음을 지적한다. <벌집의 정령>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그리고
그 괴물과 동일시 되는 아버지 페르난도는 내전의 트라우마를 형상화한
유령적 존재들이다. 그런가 하면 그 유령적 인물들과는 구분되는 유령인
정령으로서의 패잔병은 프랑코 독재 정권 하의 억압과 배제의 역사를
상징한다. 에리세는 아나를 통해 정령에 대해 침묵하는 아버지의 세대를
비판하고, 정령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하는 아나를 통해
기억의 윤리를 말한다. <시>에서 미자는 상징 질서를 대표하는 언어를
잃어가는 인물로서, 죽은 희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자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자의 태도는 말과 화폐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시각을

지니며,

유령이기도

한

타자와의

동일시라는 극단적이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자-유령으로서의 보기를 실천한다. 세 리얼리즘 영화에서는
정통적인 리얼리즘적 재현 체계가 완전히 포섭할 수 없는 타자를 가장
비현실적인 존재인 유령을 출현시킴으로써 내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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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thics of Ghosts in Cinematic
Realism
-Pasolini’s Teorema,
Erice’s El espíritu de la colmena,
and Chang-dong Lee’s PoetryInha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works of realism, Pier Paolo Pasolini’s Teorema, Víctor Erice’s El
espíritu de la colmena, and Chang-dong Lee’s Poetry all feature ghosts
representing otherness. In all of these works, the ‘ghost’ and ‘ghostly’
characters interact. This interaction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and that
between the ghost as other and the ghostly other show the practices of
ethics toward the other. Teorema observes the response to otherness by
having the logic of identity based on bourgeois characters confront the
guest-ghost. What is distinct is Emilia’s presence, which is the ghostly other
in the bourgeois family. Teorema uncovers the marginalized and othered
reality of Emilia and rural areas, which would not have been discovere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guest-ghost. El espíritu de la colmena explores
how Ana achieves the ethics of memory by evoking the spirit of the fugitive.
In El espíritu de la colmena, the space of Spain is described as haunted
resulting from the trauma of civil war and Franco’s regime. While
78

characters suffering from the trauma of civil war become ‘ghostly’, the
protagonist Ana tracks the spirit, which is considered in the movie equal to
the repressed and excluded history on the part of the loser. Ana’s attitude to
facing the spirit of the past is ethical in contrast to that of those who had
been silent about the repressed memory. Poetry shows how a character
practices extreme ethics toward the other by identifying her with the ghost
and becoming a ghost herself. In this movie, Mi-ja can be said to leave the
Symbolic in the Lacanian concept gradually as she is also losing language
resulting from Alzheimer’s disease, which provides her with the
opportunity to be critical of a reality based on agreements and contracts.
Poetry twists the linear concept of time based on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reveals the reality seen from the other’s gaze, which is possible only by
experiencing the Real (to borrow Lacan’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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