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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화판에 가는가? 무엇이 그들올 두 시간 

동안 스크린 위의 그림자 놀이훌 쳐다불 수 있는 컴컴한 방 속으로 몰 

아가는 것일까?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만사훌- 잊고 즐거운 오락을 원하 

고 있는 것인가? 관객들은 혹시 특별한 종류의 마취제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7-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J) 

1. 영화의 변증법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의 역사적 진행이 인간의 종교성에 어떤 영향올 

주었올까? 필사문화의 발달과 인쇄술의 도입은 경전올 종교의 핵심적인 구 

성요소로 부각시켰다. 경전은 문장과 텍스트에 의해 매개되는 성스러움， 즉 

텍스트의 히에로파니률 가능하게 했다. 예컨대 경전의 인쇄와 보급은 16세 

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를 토대로 

한 ‘솔라 피데스(sola fides)’라는 새로운 형식의 종교성을 초래했던 것이 

* 서울대 강사， 종교학 
** 이 논문은 2001년 추계 한국종교학회에서 발표원 률이다. 
1)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r봉인원 시간· 영화혜술의 미학과 시학.1， 김창우 옮김， 분도 

출판샤 1991 ,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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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 이후 각 종교들은 앞다투어 경전의 편집파 보급에 박차를 가했고， 이 

로 인해 경전 읽기는 종교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종교 경험 

영역이 되었다. 어찌 보변 경전의 히에로파니눈 제의가 신과 의사소통하는 

자동기계장치로서 형해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과 반동의 의미를 지녔다. 다 

시 말해 제의의 히에로파니로서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경전이 히에로파니의 

새로운 양태로 ‘선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3)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의 히에로파니라는 것올 인정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성스러움을 시현하는 한 양태로서 영화가 갖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 우선 

영화의 구조적 특정에 주목해 보자. 영화의 히에로파니적 가능성은 많은 검 

토의 우회로를 거친 후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영화는 발생적으로 ‘완전한 시각’에 대한 신화에 기반한다. 영화는 시각 

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를 발생시키고 시각적 띄미구조 속에 인간올 끌어들 

인다. 또한 영화는 시각올 감각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인간의 다른 감각들올 

시각에 종속시키는 ‘시각의 기술’이다. 청각 또한 예외는 아니다. 비록 무성 

영화의 단계흘 거치면서 말과 음악과 음향효과라는 청각적 요소가 서서히 

영화 속에 파고들었지만， 현재 여전히 영화가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감각은 

시각이다， 물론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의 진화 과정에서 토키(없lkie)의 

도입은 영화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구획한다. 토키 이전에 무성영화는 관 

객의 지루함올 달래기 위해 영상과 동시에 음악올 내보내는 것에 만족했다. 

그러나 토키의 도입은 곧 ‘언어’의 도입올 의미했다. 많온 영화인들은 영상 

예술에 토키로서의 ‘언어’가 끼여드는 것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문학과는 대 

칭적인 위치에 있는 동적 조형예술로서의 영화의 예술성이 언어에 의해 손 

상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토키의 도입 이후에 영화는 문 

학작품을 본격적으로 영화로 번역하는 작업올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 

견 영화가 언어의 마력에 지배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언어는 영화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았 

고， 영화는 문학과는 다른 자신만의 새로운 길팔 개척하고 있다. 

2) 줄고， '16세기 종교개혁파 성상파괴론 ‘ 뷔토스에서 로고스로J ， 『종교학연극타 18집，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앉엠률 참조하라. 

3) 머치아 앨려아데는 Pattems in Comparative Religiα1에서 ‘히에로파니의 변증 
법’을 선태(choice)과 인카네이션(incamation)이리는 두 가지 개념에 의해 설명한 

다 선택은 항상 역사적인 선택이며 특정 사물이나 현상이 히에로파니로서 선택되 

는 것을 의미하고， 인카네이션은 이 사물이나 현상과 이것들이 시현하는 성스러웅 
의 관계 양식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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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날 시각과 청각， 혹은 영상과 언어는 명화 속에서 역설적인 

공존을 하고 있다. 물론 현대명화에서 언어가 자신만의 미화적 완성도률 구 

가하고 있지는 않다. 언어의 도입온 영화 속의 인간올 ‘움직이는 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으로 상송시켰을 뿔이며， 옴향효과는 대부분 사실성의 증진에 

만 기여한다. 이로 인해 청각적 언어의 주된 효과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완 

성도를 높이는 것에 국한되며， 이에 기반하여 시각적 영상은 끊임없이 현실 

의 지면 위로 솟구치는 일탈의 상상력올 전깨한다. 영화의 언어는 아직 독 

자적인 언어미화의 장치률 발전시키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청각 

의 현실성이 시각의 비현실성과 조화되고 시각의 환상주의가 청각의 리얼 

리즘과 결합한다.4) 이처럽 영화는 청각파 시각의 변증법， 언어와 영상의 변 

증법올 토대로 한다. 

2. 영화의 리얼리즘과 상정주의 

영화는 언어와 영상의 변중법적 긴장올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미학적 • 상 

정적 경험 형식에 근본적인 변회를 가져왔다. 영화는 기존의 언어예술과 조 

형예술올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상정적 경혐의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영화의 상징은 ‘정적인 상정’이 아니라 ‘동적덴 상징’이다. 어찌 보면 영화는 

인간의 상정체계의 판올 바꾼 상정의 혁명올 이룩한 듯하다. 먼저 간단하게 

상정올 정의해 보자. 상징은 표충의미를 발판으로 심충의미에 도달동}는 이 

중의미의 구조를 취하며， 표충의미라는 일의성(univocity) 이 심층의미의 다 

의성(multivocity)으로 변형됨으로써 의미효과를 가져용다.5) 이때 닫힌 의 

미로서의 상정의 표층의미가 열린 의미로서의 심층의미로 도약하는데， 상정 

의 힘은 바로 이러한 의미론적 열립에서 기덴한다. ‘정적인 상징’이든 ‘동적 

인 상징’이든 간에 상징은 이중의미의 구조활 취한다. 그렇다면 정적인 상 

정 체계에서 통적인 상정 체계로 상정형식이 전환됨으로써， 다시 말해 언어 

예술이나 조형예술과는 다른 영화라는 상정형식의 도입에 의해 둥장한 상 

4) L. 자네티 w영화의 이해: 이론과 실제J ， 현암사， 1995( 개정판)의 제5장 r읍향」올 

참조하라. 

5) Pa비 Ricoeur, “Existence and Henneneutics," 까le Co재ict 01 Interpreta
tions: Essays in Hermeneu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74, pp.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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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경험의 새로움은 무엇일가? 

물론 본 논문이 영화의 상징적 새로옵율 입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간략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차후에 다훌 ‘영화의 제의적 상상력’ 

에 대한 논의 전개에 보다 유익할 것이다.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André 

Bazin)은 모든 조형예술의 정신분석학이 회화나 조각의 기원에 ‘미라 콤플 

렉스(nùπa complex)’가 놓여 있옴올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시 

간의 흐름 속에서 녹아 소멸하는 형상들올 방부처리하여 보존함으로써， “외 

형의 영속성”올 통해 “시간이라고 하는 악마”를 몰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학적 욕망올 지적하고 있다.6) 다시 말해 조형예술은 죽옴으로 내탈리 

는 생명의 시간올 정지시켜 생명올 시간으로부테 구제하는 주술-종교적 욕 

망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쟁이 지적하는 ‘리얼리즘의 심리학’은 영화 

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다. 왜냐하면 영화는 발생학적으로 

현실올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씌 역사에 뿌리률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또한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보여주듯이 ‘움직이는 미라’일 

뿐이며， 바쟁이 말한 바 “변화의 미라， 미라화된 변화”가 아닌가? 카메라의 

그리스어 어원이 방， 지하실， 납골당 둥올 의미하는 카마라{때뼈pa)였음에 

주목해 보자. 

그러나 사진과 영화의 리얼리즘은 회화나 조각의 리얼리즘과는 다르다. 

조형예술의 리얼리즘이 인간의 주관적 지각을 매개로 하는 리얼리즘이라면， 

카메라 옵스쿠라{camera obscura)와 카메라 푸시다(camera lucida)률 모 

태로 하는 사진과 영화의 리얼리즘은 카메라라는 객관적 기계를 매개로 하 

는 리얼리즘이다. 회화의 바로크적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에 집착하는 리얼리 

즘이다. 그러나 사진과 영화는 더할 나위 없이 리얼리즘올 완성시켰기 때문 

에 역셜적으로 리얼리즘을 일탈할 자유를 얻게 된 리얼리즘이다. 이것은 영 

화의 한계이자 영화의 가능성이다. 영화가 동일성과 재현의 원칙에 기반한 

리얼리즘에 머물렀다면 영화는 움직이는 초상화들이 전시된 ‘납골당’에 불 

과했올 것이고，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 과거를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영화 

를 기억의 저장소로 만드는 데 만족했올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리얼리즘은 이와는 다른 일탈적 리얼리즘이다. 발터 벤야 

민(Walter Benjanùn)의 다옴파 같은 말에 귀 기윷여 보는 것이 영화의 

역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신분석학올 통하여 충동의 무의 

6) 앙드래 바쟁 r사진적 영상의 존재론」， 「영화란 무엇인가ι， 박상규 옮김， 시각과언 

어， 1998,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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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카메라률 통하여 비로소 시각의 무의 

식적 세계를 알게 된 것이다 "7) 인간의 시각온 무의식적 타성에 물들어 있 

다. 즉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올 본다. 그러나 기계로서의 카메라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과 볼 수 없는 것까지를 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의식이 놓치는 것올 보여줌으로써 무의식올 드러내준다. 한편으 

로 카메라는 ‘확대촬영’에 의해 육안이 익숙해져 있는 세계의 미시적인 세 

부를 조명함으로써 경험 공간의 확장올 가능하게 하며， 세계의 새로운 구조 

를 발견하게 한다. 다른 한편 카메라는 ‘고속촬영’에 의해 우리가 알지 못했 

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간의 깊이를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발 

터 벤야민은 카메라에 나타나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은 “의식 

이 작용하는 공간의 자리에 무의식이 작용하눈 공간이 대신 들어”서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8) 

회화와 영화의 차이점은 시간성의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회화나 사진이 

시간의 흐름올 무시간적인 틀 안에 고정시키는 ‘시간 소거’의 기술에 의존 

한다면， 영화는 현실의 시간올 영화의 시간으로 재구성하는 ‘시간 번역’의 

기술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회화와 사진의 리얼리즘이 형태의 모방이라면， 

영화의 리얼리즘은 운동의 모방이다. 영화는 시간올 포착하고 시간경험올 

이야기로 변형하는 기술을 그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영화는 회화나 사진의 

조형예술과는 달리 인간 실존의 드라마와 파.5~스를 포착하는 데 민감하다. 

이는 영화가 기존의 조형예술과 달리 이야기화서의 텍스트성(textuality)올 

담고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물론 회화도 이야기와 시간올 담아낼 수 있다. 

그러나 회화의 이야기는 시간이 제거된 이야기이자 무시간성에 끈거한 이 

야기이다. 회화는 무시간의 화폭 안에 실존의 시간올 ‘압축’하는 방법올 통 

해 이야기와 드라마를 표현한다. 

그러나 회화의 리얼리즘은 사물올 시간 밖으로 끌어내어 화폭에 재현하 

는 것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폭이 이야7의 시간을 담는다는 것은 리 

얼리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리얼리즘의 파영 E:..'.로서의 미학적 상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성의 측면에서 볼 때 회화의 리얼리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측면에서의 리얼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회화의 리 

얼리즘은 현실의 다양성올 프레임의 구도 안에 통합시키는 거시적인 리얼 

7) 발터 벤야민 r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r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l. 반성완 옮김， 

1983. 민음사， 224쪽 
8) 같은 책.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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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다. 이런 거시적 리얼리즘은 인간 시야의 협소함으로 인해 놓치기 쉬 

웠던 ‘도식론적 종합’올 지향한다. 이에 반해 영화의 리얼리즘은 영화의 시 

간성 안에 현실의 세부적인 것들올 펼쳐보임으로써， 인간의 시각이 놓치기 

쉬웠던 자잘한 일상의 그림자들올 스크린에 땀아내는 미시적 리얼리즘이다 

이것은 인간 시야의 타성과 이데올로기적인 시선으로 인해 간과되었던 일 

상의 세부를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일상의 해부학’을 지향한다. 발터 벤 

야민 또한 화가와 카메라맨올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이 획득하는 영상의 

차이점올 밝힌다. 화가는 주어진 대상에서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하지만 

카메라맨은 주어진 대상 조직에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화 

가의 영상은 하나의 전체적인 영상이지만， 카메라맨의 영상은 여러 개로 쪼 

개져 있는 단편적인 영상이며 이 단편적 영상들이 다시 새로운 법칙에 의 

해 조립된다밍 이러한 차이점들은 회화의 시간성과 영화의 시간성의 차이 

점에 다름 아니다. 

앙드레 바쟁이 이야기하듯 그림의 시간성이 깊이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지질학적인 시간적 용축이라면， 몽타쥬의 시간성은 수평방향으로 전개되는 

지리학적인 시간적 통일성올 재구성한다‘10) 회화의 시간성이 지질학적인 깊 

이의 시간성인데 반해， 영화의 시간성은 지리학적인 넓이의 시간성올 형성 

한다. 그러므로 회화의 리얼리즘은 시간 정지의 리얼리즘으로서， 현실의 시 

간올 프레엄 안에 구심적으로 압축한다. 회화는 프레임을 통해 현실과 그림 

올 분할하고 마치 함정이나 깊은 수직 동굴처럼 현실의 다양성을 프레임 

안으로 홉수한다. 반면에 영화의 리얼리즘은 시간 재구성의 리얼리즘으로서， 

현실의 시간을 재구성한 결과로서의 스크린의 시간올 현실의 시간 속에 원 

심적으로 재투여한다. 

예술의 역사는 미학적 욕망으로서의 상정주의와 심리학쩍 욕망으로서의 

리얼리즘이 경합올 별이는 역사이다11) 그러나 순수한 리얼리즘이나 순수한 

상징주의는 환상이다. 영화의 계보학이 그 뿌리룰 리얼리즘에서 찾올 수밖 

에 없다 할지라도， 영화의 역할이 단순히 현설 복사의 저장소에 ':L철 수는 

없다. 셜령 영화의 생명력이 리얼리즘에 있다 할지라도， 영화는 향상 리얼 

리즘 이상의 것이다. 카메라가 현실을 보다 세세하고 완전하게 묘사하면 할 

수록 스크린의 영상은 ‘일상의 해부학’에 근접한다. “완전한 리얼리즘”의 실 

9) 같은 책.220쪽， 
10) 앙드레 바쟁 r회화와 영화J. 앞의 책.244쪽. 

11) 앙드레 바쟁 r사진적 영상의 폰재론J. 앞의 책.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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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올 통한 “완전영화의 신화”는 그 자체로 영화를 진화시키는 신화일 수밖 

에 없다)2) 그러나 완전영화는 가시적인 것올 그대로 재현하는 영화가 아 

니라， 눈의 가시권에서 벗어난 비가시성올 스크린에 담아내는 영화이다. 하 

지만 이 비가시성들은 현실과 격리된 채 스크린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 

니라， 관객의 눈을 통해 다시 현실로 회귀하는 비가시성이다. 그 결과 카메 

라가 포착한 비가시성은 이제 가시성이 되어 현실로 회귀한다. 프로이트의 

어법에 따르자연， 이것은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 

이다. 현실의 무의식에 의해 억압된 비가시성이 카메라-기계에 의해 포착 

되어 가시성으로 변형되어 현실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된 것의 

회귀”는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로 변형시킨다. 영화의 상징적 힘은 바 

로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영화의 상징적 힘은 무의식이 수놓는 볼립문 

자의 “밤꿈”을 의식에 의한 해석과 자각이 까능한 “낮꿈”므후 전환시키는 

탑월한 능력에 있는 것이다 13) 

이야기와 시간을 다루는 기술은 영화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화 이전에 

이미 신화와 경전올 필두로 하는 텍스트가 시간에 대한 부단한 실험과 변 

형올 통해 인간의 드라마를 재구성했다. 일단 여기에서는 폴 리꾀르의 용어 

법올 따라， 텍스트란 ‘글쓰기에 의해 고정된 담론’14)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해 보자. 텍스트의 시간은 영화의 시간에 비꽤 추상적이다. 텍스트는 단어 

나 문장 같은 청각적 단위에 기반하여 택스]르의 시간올 구성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화의 시간은 이야기를 시각적인 영상 단위에 기반하여 구체 

적으로 시현한다. 따라서 영화 보기는 회화를 글처럽 읽어 감상하는 경험이 

자， 글을 회화처럼 보면서 읽는 경험이다. 텍스트는 청각적이고 문자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지만， 영화는 시각적 시간과 청 

각적 시간의 결합올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한 영화의 

장점은 시각적 시간의 직접적 제시에 었다. 이러한 결과 카메라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올 일치시키기만 하면， 관객은 영화의 시간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여 동화된다. 반면에 텍스트는 문자의 해독 과정과 청각적 시간올 거쳐 

시각적 시간에 도달하기에 텍스트 시간에의 참여와 동화는 우회적이며 간 

12) 앙드레 바쟁 r완션영화의 신화J ， 같온 책， 31-3::1쪽. 

13) 낮꿈과 밤꿈의 구벌에 대해서는 다옴 책올 참조하라. 에른스트 블로흐， 『회망의 원 
리 · 더 나은 삶에 관한 꿈J ， 박셜호 옳김， 솔， 1995. 

14) Paul Ricoeur, “What Is a Text?: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From 
Text to Action: Essays in Hermeneutics U, illinois: Northwestem Univ. 
Press, 1991 ,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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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이다. 따라서 영화는 조형예술과 비교할 때 시간적 차원올 다루고 있 

고， 텍스트와 비교할 때 시각의 일차성에 따른 직접성과 구체성올 특정으로 

한다. 

요약하면 영화는 관객올 직접적인 시각적인 시간에 참여시킴으로써， 조형 

예술이나 문자예술에 비해 상징적인 강정올 갖는다. 영화는 텍스트적 요소 

와 조형예술적 요소 모두를 수용함으로써， ‘정적인 상정’의 자리를 넘어서 

‘동적인 상정’의 자리로 나아간다. 영화의 영상은 ‘움직이는 문자’ ‘움직이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와 회화의 상정보다 훨씬 동적이다. ‘동적인 상 

징’이란 보다 쉽게 현실에 홉수될 수 있는 상정올 가리킨다. 다시 한 번 앙 

드레 바쟁을 인용하자면， 초현실주의는 사진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사 

진술은 화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카메라- 끼계를 통해 자연올 복제함으 

로써， 사진이 객관성올 담보한다는 진정한 환각올 인간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은 회화가 할 수 없었던 리얼리즘적 

환각올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현실주의는 카메라의 도움으로 표 

현된 것의 객관성에 대한 환각올 강화시킴으로써， 현실과 이미지의 경계선 

올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초현실주의 이래로 

“모든 영상은 사물로 느껴지고 모든 사물은 영상으로 느껴지지 않올 수 없 

게 되었다”라는 말올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5) 

이렇게 볼 때 영화의 상징적 힘은 리얼리즘에 굳건히 뿌리박힌 상상력에 

서 기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영화의 무엇보다도 탁월한 장점은 영화 

의 시간 자체가 ‘상징적 시간’이 된다는 점이다 텍스트 또한 상징적 시간올 

창출하지만， 영화는 문자의 매개 없이 현실의 시간을 ‘상정적 시간’으로 시 

각화한다. 그리고 영화의 시간은 카메라를 통해 리얼리즘에 뿌리박힌 ‘상징 

적 시간’올 보여준다. 따라서 영화는 문자예술이나 조형예술에 비해 보다 

강력한 상징적 힘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힘은 본 논문이 앞으 

로 논의할 ‘영화의 제의적 상상력’의 핵심요소이다. 

3. 영화의 제의적 상상력 

아르키메데스는 다옴과 같이 말했다. “나에게 딛고 설 수 있는 장소를 

15) 앙드레 바쟁 r사진적 영상의 폰재론J. 같은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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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그러면 나는 [지렛대로] 세계를 옴직여 보일 것이다. "16) 그러나 누가 

지구 밖에 있는 진공의 우주공간에서 아르키때데스가 딛고 설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해 줄 수 있었겠는가? 역사상 수많윤 종교와 철학 또한 이와 같 

이 세계를 들어올릴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점(Archimedean Point)’을 

찾고자 노력했다. 세계의 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타적인 세계’로서의 

천국이나 지옥이 그러했고， ‘천년왕국운동’과 ‘종말론적 메시야가 그러했고，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그러했고，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가 그러했 

다. 어쩌면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보르혜스(jorge Luis Borges)가 「알랩 

Jl7}에서 말한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뱃이자 숫자 1이며 신이기도 한 알 

랩(Aleph)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에는 망각으로 뚫려있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으며” 알랩은 이러한 구멍들올 메워주는 “모든 지점들을 포괄 

하고 있는 어떤 공간 지점들 중의 하나”이다. 알랩은 하나의 사물이 무한히 

많은 사물이고， 모든 새들이기도 한 한 마리의 새이고， 모든 곳이 중심이고 

주변은 없는 시각이다 r죽지 않는 사람들J18)에서 보르헤스는 불시성을 주 

는 강물올 통해 “시간이 없는 세상， 기억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 

서， “아무도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랍이며， 단 한 사람의 죽지 않는 인간은 

모든 죽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세계해석과 세계변혁올 가능하게 하는 세 

계 밖의 장소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장소에 대한 상상력 

이 빚어내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인 것이다. 역사 속에서 종교가 이와 같은 

메타적인 상상력의 주된 현장이었옴올 부정할 사랍은 거의 없을 것이다. 종 

교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이 자아내는 “정신의 직물"19)로서 상상력에 의한 

세계비평의 역할올 전개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다음 부분은 제의적 구 

조의 다충성이라는 문제를 통해 영화적 상상i격의 제의적 구조를 검토함으 

로써， 종교와 영화의 접점에 대해 성찰해 보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 

절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는 영화적 상정의 특유성과 연판되어 서술될 것 

이다. 

16) Jonathan Z. Smith, “The Influence of Symb:>ls on Social Change: A Place 
on Which to Stand ," Map Is Not Territol)ι Studies in the History cf 
Religion, Leiden: E.]. B피1， 1978, pp. 129-130. 

17) 호르혜 루이스 보르혜스 r알랩」， r알랩J ， 황병하 옳김， 민옴^}， 1996, 207-239쭉. 
18) 같은 책 r죽지 않는 사랍들J ， 7-37쪽 

19) 활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 사진에 관한 노l르.J ， 조광회 • 한정식 옮김， 열화당， 
1998( 개정판)，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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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안에서 제의는 ‘아르키메데스의 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 제넬(Arnold van Gennep)이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라는 제의 

적 범주의 구조를 밝혀준 이후로， 분리의 례(rites of separation, 

preliminal rites)-전이의례(rites of transition , limina1 rites)-통합의례 

(rites of incorporation, post1iminal rites)파는 3단계 구조는 제의의 가 

장 일반적인 도식이 되었다.20)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과의례는 제의 참여자 

의 상징적 • 존재론적 위상올 변화시키는 제의적 변형력을 지닌 것이라고 

널리 인정받아 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한 ‘제의적 힘’은 어떤 구조를 통 

해 발현되는 것일까? 먼저 앨리아데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입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올 살펴보자.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문의식의 툴 내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차원들에서의 하늘신의 현존이다. 내가 발한 것 

처럽， 이 입문식은 입문자에게 형이상학적 성격의 비밀들을 계시함과 
동시에 그에게 재생올 보증한다; 그것은 생명， 힘， 그리고 지식올 공급 

한다. 그것은 대오따'-Htheophany) <왜냐하면 입문 제의에서 선의 

진정한 이름과 본성이 계시된다>， 구훤론(soteriology) <왜냐하면 아 

무리 기본적이라 할지라도 입문의식은 신입자의 구원올 보중한다>， 형 

이상학(metaphysics) <왜냐하면 우주의 작동파 기원， 인류의 기원 

둥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밀접한 

유대롤 보여준다.21) 

우리는 이와 같은 통과의례가 갖는 제의적 구조에 대해 익숙한 지식올 

가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 해보자. 

---늘 부 

일상현실 1 (힘) 

전이의례 
-을 

제의적 현실 

댈l 
테오파니 
구원론 
형이상학 

----늦 

일상현실 II (f감) 

20) Amold van Gennep, The Rites c! Passage, tr. M.B.Vizedom & 
G.L.Caffee,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p. 10-11 

21) Mircea Eliade, “ The Sky and Sky God: Pattems in Comparative 
Religion, tr. Rosemary Sheed,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p. 56. 



영화펙 상상력의 제의적 구조 129 

위의 도식온 에드먼드 리치가 제시한 제의적 구조에 엘리아데가 말한 입 

문식의 내용올 첨가한 것이다.22) 하지만 이러한 도식은 에드먼드 리치가 

말하듯 에밀 뒤르캠<E. Durkheim}의 사회학적 제의 분석에 토대를 둔 것 

이다. 뒤르캠이 말하는 성과 속은 개인과 집단이라는 이분법에 기초률 두고 

있으며， 개인온 제의에 참여함으료써 성스러운 집단성 안에 융해된다. 이처 

럼 위의 도표는 사회 통합올 목적으로 하는 사회척 상징론으로서의 제의를 

표현한 것이다.정) 그러나 “표현적인 언어”와 “비평적인 언어"24) 사이의 균 

형올 회복하고자 한다면， 좀 더 세분된 접근촬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차후로 영화의 제의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뒤르캠적 도 

식을 다소 변형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제의의 사회학적 통합띄 측면보다는 ‘제의적 변형력’ 

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영화의 제의적 구조에 대한 시론적 분석올 시도하 

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의가 상징적 시공간올 펼쳐댐으로써 새로운 의 

미를 주입하는 역할만올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의는 상징적 시공간올 

통해 일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현실올 탈의미화(de-significaüon)시킴으 

로써 재의미화(re-sig띠fication)된 새로운 현실올 창조한다. 롤랑 바르트의 

표현올 벌자면， 제의는 신화적이고 역사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고 허구적인 

의미화가 제거된 “의미의 영도(零度， zero degree) "25)를 지향함으로써， 현 

실의 보다 근왼적인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이를 엘리아데의 말에 

적용하자면， 제의는 테오파니와 구원론과 형이상학올 통해 ‘인간의 영도’를 

보여줄 것올 의도한다. 제의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쁜만 아니라 인간이란 무 

엇인7에 대해 이야기하는 ‘해답 없는 구원론’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떠한가? 앞 절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영화는 완성된 

리얼리즘에 기반하여 리얼리즘적 상정론올 전개한다. 다시 말해 영화는 리 

얼리즘의 심리학과 상징주의의 미학 사이에서 갈둥하거나 동요하지 않은 

채， 리얼리즘올 딛고 상정론올 펼쳐낸다. 이것이 영화적 리얼리즘의 미학이 

22) Edmund Leach, “Two Essays Conceming l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ime", Rethinking Anthropology, New York: Humanities Press Inc, 1961, 
pp. 132-136. 

23) Marγ Douglas, Purity and Ð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Po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딛e and Kegan Pa비 Ltd, 1966, 
pp. 21-23. 

24) 롤랑 바르트， 위의 책， 16쪽. 
25) 롤랑 바르트、 r신화론ι 정현 옮김， 현대미학사， 1995,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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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차별점이다. 영화는 리얼리즘적 상징론(realistic symbolism)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바르트는 사진올 두고 ‘기표 없는 기의’라고 말 

하면서 사진은 투케(tuché， 우연)이자 타타타(tathata， 如如)라고 이야기했 

다.쟁) 사진은 기표는 소멸한 채 기의만이 살아 숨쉬는 ‘완전한 우연성’으로 

서，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거나 철학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회화와 

영화의 기로에 선 매체이다. 영화는 웅직이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사진과 다 

르다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리얼리즘올 무기로 하여 마옴껏 리얼리즘올 일 

탈할 자유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사진과 다린다. 사진이 리얼리즘의 심리 

학을 지배하는 “미라 콤플렉스”률 벗어나는 일차적인 계기였다면， 영화는 

현실의 형상뿐만 아니라 현실의 시간까지를 답아냉으로써 ‘현실의 영도’를 

모색할 자유롤 부여받았다.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우리는 영화 제작자도 영화배우도 아니고 영화관 

객이다. 그러나 영화의 관객용 회화나 소설이나 사진의 관객과는 다른 입장 

에 처하게 된다. 이는 ‘종합예술’로서 영화 매체가 시각과 청각， 이미지와 

언어， 혹은 신화와 제의를 포괄하는 양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가 다른 매체에 비해 ‘일상의 미시적 해부학’에 적 

합한 매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타르코프스키가 말하는 ‘영화의 창세기’는 

매우 독특하다. 

지난 세기에 이미 상앵되었고 영화의 시작이i과고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영화 <기차의 도착〉올 우리는 오늘날까지 잊을 수 없다. 오귀스트 뤼 

미에르의 이 널리 알려진 영화는 바로 그 당사에 촬영기와 필륨 그리고 

영사기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제작된 영화였다 상영 시간이 30초를 넘 

지 않는 이 영화는 햇빛 쏟아지는 기차역의 풀랫홈을 보여 주고， 왔다 

갔다하는 남녀를 보여준 후 급기야는 화연 깊숙한 곳에서 카메라률 향 

하여 달려오는 기차를 보여 준다. 기차가 다가오연 다가올수록 그 당시 

객석의 공포는 그만큼 커졌다. 관객들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 나 

갔다. 바로 이 순간에 영화가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테크닉의 문제 혹 

은 가시적 세계를 재생해내는 새로운 형식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새로운 미화적 원칙의 탄생이었다::m 

26) 롤랑 바르트1 『카메라 후시다， 사진에 판한 노트ι ， 12-13쪽. 루케는 그리스어이고 

타타타는 산스크리트이다. ‘타’는 ‘그것’올 의미하므로 ‘타타타’는 ‘그것， 그거약 그 

런 것’올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옹 바르트의 책융 참조하라. 
27)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r용인된 시간· 영화예술의 미학과 시학J ， 김창우 옮김， 분 

도출판사， 1991,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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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이 말하듯， 영상올 통해 표현되는 기차역은 현실의 기차역과는 전 

혀 이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현실의 기차역이 기차라는 교통수단올 타고 

내리는 곳이라면， 명화의 기차역은 일상의 기차역파는 다륜 새로운 기차역 

의 모습올 부각시킨다. 일상 속에서는 플랫폼에 선 채 기차률 바라보던 우 

리의 시선이， 이제 영화 속에서 시선올 거슬떠 정면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공포감에 짖은 채 바라보게 된다. 일상과는 다른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며， 일상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곳에 선 채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보게 된 것이다 공상 속에서나 가능할 ‘상상의 자리’가， 불가능할 것만 

같던 아르키메데스의 점에서의 시션이 영화를 통해 실현된다. ‘일상의 해부 

학’은 ‘일상의 고고학’에 다름 아니다. 일상의 표충이 균열올 일으키며 심총 

에 잠든 일상의 화석들올 분출한다. 이는 우리가 모르던， 잊고 있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의 낯삶이다. 우리는 뤼미에르의 <기차의 도착>이 

보여주는 이러한 화면올 통해 일상적인 시선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비 

일상성올 경험한다. 하지만 뤼미에르의 영화활 보고난 우리는 비일상성을 

이제 새로운 일상성으로 수용하게 된다. 영화의 카메라는 이처럽 일상의 미 

시적 경험을 돋을새김 함으로써 일상의 공포， 일상의 신비를 가져온다. 다 

시 말해 이는 영화를 통한 일상의 확대이다. 우리가 찾는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 

타르코프스키는 영화의 새로운 미학적 원칙에 대해 이렇게 셜명한다. 

“영화는 인간이 예술과 문화의 역사에서 처옴으로 〈시간>올 직접적으로 <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올 발견한 것이며， 동시에 “시간올 반복해서 재 

생할 수 있는 가능성”올 발견한 것이다. 인간은 영화률 통해 “<현실적 시 

간>의 자궁”을 획득했으며， “인간에게 인지된 시간과 고정된 시간은 이제 

오랫동안 훨릅 보관용 양철통 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 제의 

가 시간의 주기적인 소거와 반복을 통해 시간의 역전올 가능하게 하듯이， 

영화는 휠름에 시간을 저장함으로써 시간의 만복올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훨륨이 영사되면서 재생되는 과거외 시간은 이제 ‘겪는 시간’이 아닌 ‘보는 

시간’이 된다. 이처럽 영화의 시간은 ‘겪는 시간’올 ‘보는 시간’으로 전환함 

으로써 일상경험올 시각적 광경으로 번역해 낸다. 시간의 저장과 시간의 시 

각화， 어쩌면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은 바로 영화의 이러한 능력에 근거한 

다. 영화의 시간은 현실에서 발굴한 경험의 시간을 영상이라는 시각화된 시 

간으로 전환시키고， 이 시각화된 시간이 다시 관객의 시간 경험 속에 재통 

합된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중법적 대화롤 



132 종교학 연구 

통해 새로운 시간 경험이 가능해진다. 

영화의 힘은 무엇보다도 영화가 지닌 ‘시각적인’ 발견의 힘이다. 특히 영 

화의 매체적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화는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의미들올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탁월한 능력올 갖는다. 

영화의 힘은， 영화의 시간올， 우리들이 매일매일 부딪치는 현실의 문제 

거리들과 현실적이고 옐래야 뻗 수 없는 연판을 맺도룩 하는 데 있 

다 ... (중략). 인간은 보통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시간， 또는 아직 성 
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영화관에 간다. 인간은 살아가는 삶의 경험올 

얻으려고 영화관에 간다. 왜냐하면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영화야말로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올 풍부하게 하여 주고 경험올 통해 인간올 노련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아니 단순하게 경험올 풍부하게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소위 매우 현저하게 연장해 주는 것이다.28) 

우리의 목적은 다룬 장르와는 구별되는 영화의 매체적 특성올 조명함으 

로써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올 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그렴올 참 

고해 보자29) 

현실(원)의 확장 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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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영화(행동파 시각)의 지평 융합 (전이)--대화적 시간 

28) 같은 책， 79쪽 

29) Alan M. Olson, "Unfolding and Enfolding: Hermeneutics and Mysticism," 
The Seeing Eye: Hermeneutical Phenomenology in the Study qf 

Religion, University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1982, p. 50. 본문의 도식은 앨런 M 올슨의 “닫힘올 훨치기 : 해석학적 순환의 
역학”이라는 도식용 기초로 하여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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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과거의 시간이 영화로 시각화됩으로써( 1 •0), 이 시각화된 

시간이 관객의 현실의 시간과 상호침용되어 지명융합올 이룩하고(ll→ill) ， 

그 결과 관객의 현실의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들올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시 

간 지명을 이록한다{m→N)는 점을 보여준다. 실선의 원 밖에 있는 점선의 

원은 이러한 시간 지명의 확장으로 인해 새화운 시간이 열림올 의미한다. 

물론 이 그림은 단지 영화와 현실의 해석학적 순환이 그려내는 원이 ‘악순 

환(vicious circle)’보다는 ‘나선형의(spir떠) 순환’임올 보여줄 것을 의도하 

며 그려진 것이다. 일상의 무의미한 사물들이 영화척 시선에 포착됨으로써 

현실의 시간 지평에 자리잡는 과정과， 이로 인해 ‘일상의 확대’가 가능해지 

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현실 속에서 영화가 지닌 제의적 가능성의 문 

제를 좀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조나단 스미스에 의하면 “사회의 변화는 상정의 변화이다"때) 그리고 상 

징의 변화는 인간이 상징적 우주 안에서 딛고 서 있는 자리 혹은 위치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인간의 상징적 우주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상정의 논리이며 상정씌 통일성이다. 인간의 우주적 

위치의 이동이 결과하는 ‘상징적 시선’의 전환은 상정체계를 변화시키고， 이 

는 다시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의 변화롤 결과한다. 그리고 달라진 세계는 

달라진 인간올 전제하거나 인간올 달라지게 한다. 사회와 인간은 ‘서는 곳’ 

의 변화에 의해 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에 속한 인간이 하나익 장소에만 서 있는 것은 아 

니다. 인간의 상징적 움직임온 매순간 진자운봉올 한다. 코스모스에서 카오 

스로， 속박의 상정에서 자유의 상징으로， 한계상황에서 무한해방으로， 에로 

스에서 타나토스로， 비극에서 회망으로， 그 역도 마찬가지다. 머치아 엘리아 

데가 말했듯 제의는 종교적이며 상징적인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자리를 설 

명하고 이해하고 구원하는 “장소(place)"롤 제공한다. 따라서 제의는 인간 

이 딛고 설 수 있는 구원의 장소를 제공해 윤:다. 제의 안에서 산 자가 죽 

은 자률 만나고， 주인과 노예의 역할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도， 제의가 제공 

하는 장소에 의해 가능해진다. 

30) Jonathan Z. Smith. op. cit.. pp. 143-146살 참조하라. 메리 더글라스 또한 

Purity and Ðanger: An Ar때'sis of the Concept of Pollution and Tahoo 
(1966)에서 순수와 비순수， 청결과 불결의 구분션융 결정융}는 “유형융 만드는 경향 
(pattem-making tendency)"이 상정 체계와 관련되어 있융용 잘 보여주고 있다. 
상징의 변회는 제의의 변화와 볼가분의 관계률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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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의는 ‘상징척 시선’의 변화와 밀접한 판계를 갖고 있다. 제의 

를 통해 인간은 우주론적이며 상정적인 ‘서는 자리’률 부여받고， 거주할 세 

계를 부여받고， 시선을 부여받는다. 사회적 변화는 의미화와 질서화의 새로 

운 방식올 ‘발견’하고 ‘창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는 제의가 동일 

한 것의 반복을 통해 동일성의 재현파 강화에 기여한다는 편견올 잠시 접 

어둘 필요가 있다. 약간 표현올 탈리해서 제의는 동일성 안에서 타자성올 

발견하게 하는 역할올 하는 것이라 이야기해 보자. 제의 안에서는 동일한 

사물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통일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 된다.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는 제의적 행위의 세 까지 구성적 유형들로서 과장 

된 “형식성(form외ity) ，" “가면쓰기(masquerade) ， " “역할 전도(role 

reversal)"를 들고 었다 31) 물론 이러한 행위 유형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제의 안에서 인간이 점유하는 자리들의 변화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본 논문의 주제가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 

한 행위 유형들은 새로운 상징의 ‘제의적 발견’올 위한 ‘자리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 혹은 제의적 영화의 가능성과 관련할 때， 

영화 또한 일정한 ‘시각적 형식성’과 이와 대렵되는 ‘배역과 관련한 다양한 

가면쓰기’， 그리고 현실파는 대립되는 ‘역할의 전도’를 보여준다. 이즐 좀더 

부연해 보자. 롤랑 바르트는 사진의 기호학을 이야기하면서 사진의 두 가지 

주제를 구별해낸다. 문화적 역사적 코드로서 즈:투디웅(stu며um)과， 보는 자 

의 시각에 예리한 “상처”를 남기며 돋올새김되는 사진의 “세부”로서의 푼 

크툼(punctum)이 그것이다.32) 스투디웅은 문화적 역사적 양식으로 기호화 

되며， 사진의 사물과 인물을 사진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당겨 일정한 시공간 

과 주제 안에 가두는 구심력올 발휘한다. 스뚜디움은 프레임 안의 장면올 

그 자체로 완전한 것으로 보여주며， 보는 자의 시선과 사진의 의미흘 프레 

임 안에 웅결시킨다. 반면에， 푼크툼은 사진가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사진 

의 주관적이며 우발적인 효과로서， 보는 자의 시각올 멈추게 하며 연상과 

상상에 의해 프레임 밖으로 시선올 일탈시키한 왼심력올 발휘한다. 푼크툼 

은 사진 속의 사물이 ‘지녔올 법한’ 사물의 역사률 상상하게 한다. 또한， 푼 

31) Edmund Leach, op. dt , pp. 135-136. 
32)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4-70쪽. ‘스푸디용’용 열광， 몰입， 부착， 학습융 의미하는 

라틴어이고， ‘푼크홈’온 쩔련 상처， 찌르기， 시공간의 조그만 점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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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툼으로서 사진의 사물은 프레임의 정지된 시간올 벗어나 사진올 보는 자 

의 시간 속에 파고들어 자리률 잡는다. 바로 씨 푼크툼은 사진의 프레임에 

의해 가려져 있는 “막힌 시야”의 존재를 가리키며， 사진올 영화에 근접한 

것으로 만든다. 물론 사진은 영화와는 다른 것이며， 영화는 움직이는 사진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사진이 용직이기 시작해서 영화가 될 때， 사진의 노에마가 변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사진에서는， 무엇인가가 작은 구멍 앞에 놓 

이고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머무륜다 (그것이 나의 느낌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무엇인가가 이 작은 구멍 앞올 지나갔다 포즈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상에 의해 휩쓸려가고 부인된다， 그것은 또 다른 현상화， 사 

진에서 파생되었지만 이제 시작되는 또 다른 예술이다.잃) 

사진적인 것과 영화적인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 사 

진의 푼크툼의 경우에서처럼 영화 또한 스크원올 통해 사물의 일상성과는 

다른 영화적 일상성올 보여준다. 영화의 구조는 사진보다 복잡하다. 사진은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 놓인 인물올 보여줌으보써， 사진 안에 있는 부동의 

인물의 역사적 존재를 확보한다. 반면에， 다큐멘터리가 아닌 다음에약 영화 

는 배우의 역사적 존재를 토대로 배역의 역사적 존재를 확보해야 하며， 이 

로써 배우와 배역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화는 사진의 리얼리즘에 끈 

거하여 허구와 상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사진보다 복잡하다. 사진의 제의 

적 가능성이 사진 속의 사물의 ‘시간 정지’에 꾀해 가능하다면， 영화의 제의 

적 가능성은 ‘시간 재생’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래서 사진의 시선이 카메라 

와 사진가와 보는 자의 시선의 일치에 기반하여 전개된다면， 영화의 시션은 

카메라와 촬영자와 보는 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풍장인물의 시선까지를 일 

치시키며 전개된다. 그래서 영화의 둥장인물은 사진의 인물과는 다른 의미 

를 갖게 된다. 영화 속의 모든 장연은 스크린이 담지 못하는 ‘막힌 시야를 

가리키며， 그래서 영화 속의 모든 것이 푼크툼이 된다. 영화는 사진의 푼크 

툼이 프레임 밖으로 일탈하며 가리키던 비가시적인 무엿， 즉 푼크툼의 ‘막 

힌 시야를 시각화한다. 그러므로 영화는 사진의 리얼리즘 외부에 있는 비 

가시적 리얼리즘에 대한 상상력이 된다. 시간과 역사를 당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33) 같은 책.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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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스러움의 선회 

조나단 스미스는 반 제넬의 표현올 벌어， “성스려움의 선회(pivoting of 

the sacred)"에 대해 말한다. 본래적으로 성스럽고 세속적인 사물은 존재 

하지 않으며 단지 사물은 어떤 관계 안에서민 성스럽다는 말이다 성(聖)과 

속( fG)은 “실체적인 범주(substantial category)"가 아니라 상황적이거나 

관계적인 범주(situational or relational category)이다. 다시 말해 성과 

속의 경계선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변 

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찌 그렇다면 어떻게 영화가 히에로파니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영화와 현실의 관계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본 논문은 

영화의 매체적인 특성과 이에 기반한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통해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했다. 인간의 일상현실은 갖가 

지 변수， 우연성， 삶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인간온 제의를 통해 

모든 변수가 통제되고 제거된 완전한 행위 모텔을 정립한다. 제의는 일상에 

대한 완전성의 꿈 같은 것이다. 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되 

며， 대화할 수 없었던 동물이나 선과도 대화하는 현장이 바로 제의적 시공 

간이다. 인간은 제의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딸일치에 대해 사유하게 되며， 

제의는 빈곤한 현실에 대한 합리화의 답변을 제공한다. 

인간의 현실은 온갖 문제 거리로 가득 차 었으며， 영화는 시각화 메커니 

즘올 통해 익숙한 일상올 낯설게 함으혹써 일상의 문제들을 새로운 시선올 

통해 조명하며 새로운 해답으로 이 문제들에 답변한다. 마치 종교적 제의가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일상올 포착하여 제의 적 차원에서 답변올 

제공하듯이， 영화 또한 현실의 문제에 영화적인 답변올 제공한다. 우리는 

이를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다. ‘정화는 일상의 해부학올 통해 

비가시적인 일상에 초점렌즈를 제공함으로써， 미시적인 일상에 해부학적 시 

션을 던진다. 영화적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첨예해지 

는 푼크툼이다. 영화는 영화적 문법올 통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적 차원들올 덧칠 

한다. 그러나 영화관 밖올 나서자마자 우리는 또 다시 폴 리꾀르가 말한 

34) jonathan Z. Smith, "The Bare Facts of Ritual." lmagining Religíon: 
From Babylon to ]onestow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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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쇠미와 비극의 회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한 영화 작가가 가령 한 인간의 삶올， 태어달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백 

만 미터의 필륨율 사용하면서 매초 매일， IIp년 중단 없이 촬영을 한다. 

편집 과정올 통해서 이 필륨은 2，500미터 정도의 길이로 축소될 수 있 

올 것이다. 즉， 대략 한시간 반 정도의 상영 시간올 갖는 영화로 축소 

될 수 있올 것이다. 이 수백만 미터의 훨륨이 여러 명의 감독에게 인계 

되어 이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제각기 다른 영화롤 만들게 한다면 얼마 

나 흥미진진한 얼인가!35) 

타르코프스키의 이 말들은 우리에게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의 실 

마리률 제공해준다. 그의 말대로 명화예술의 본질은 “시간올 빚어내는 것” 

이다. 마치 제의가 새로운 시간의 가능성올 제공함으혹써 억압된 것의 상정 

적 회귀를 가능하게 하듯이， 영화 또한 일상어l 대한 새로운 시선올 회복함 

으로써 새로운 시간의 가능성올 제공한다. 영 화와 제의 모두 시간을 다루고 

시간올 편집하고 시간올 되돌리는 기술이다. 물론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온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단 영화의 제의적 가능성의 

일부만을 드러낸 것으로 만족하며， 나머지 기능성들은 추후의 논의로 미루 

기로 한다. <끝〉 

35)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앞의 책， 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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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tu떠 Structure in the Imagination of Film 

lee, Chang-Yick 

This thesis proposes to anatomize the ritual structure of film in 

relation to reality. Here film is analogous to the temple which by 

ritualization would articulate the potentia1ities of reality to the 

utmost. By hermeneutics of discovery temple probes into the 

details of everyday life, and thus enlarges and emphasizes the 

things of which we might be forgetful if we sank into the 

bittemess of life. It is exactly religion that would is discovered 

through this process. Likely, film provides ritual spaces where are 

enacted the invisible depth and desires of realities. By anatomy of 

the ordinary, therefore, film give a focusing lens to the incongruity 

and confl.ict in our fleeting experiences. Just as ritual invokes 

thought and transforms one person into another, so film enables 

us to cross over to the unknown areas. Compared with other 

artistic and expressive genres, the distinctive function of film is to 

use visual realism of its own, so that it may acquire the 

prominently symbolic means which make its ritual effect powerful. 

In addition, film is the 앙t of shaping time, just as religious rites 

create the new temporal level. Film discover, transforms, and 

repeats the orl이nary time. By foregoing analogies and others, the 

ritual structure of film may be revealed to us step by st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