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캉의 시각이론에 입각한 영화비평
－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을 중심으로*
곽 정 연 (서울여대)

Ⅰ. 서 론

보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욕망을 설명한 라캉의 이론은 7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영화분석과 비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프로이트가 성욕과
관련하여 시각충동 Schautrieb을 설명하였지만, 라캉은 본다는 것을 주체의 의
식적인 눈이 보는 시선과 주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응시 Blick로
구분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체성형성과 관련된 세 가지 영역인 상상계 das

Imaginäre, 상징계 das Symbolische, 실재계 das Reale와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이론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온다. 사르트르는 혼자 있을 때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사냥할 때 숲속에서 들려오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무언가
훔쳐보고 있는 주체를 타인의 응시하에서 대상으로 느끼게 하여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든다고 한다.1) 사르트르의 응시가 주체가 상상하는 상상계적 응
시라면, 라캉의 응시는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인 대상 a Objekt a로써 주체로
하여금 결여를 메우도록 그의 욕망을 활성화시키는 실재적 응시이다.2)
라캉을 유명하게 만든, 1936년에 발표한 논문, ｢거울단계 das Spiegelstadium｣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53-A00121) 이 논문은 2008년 한국미디어문화학회 겨울 정
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1) Vgl.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Weinheim: Berlin 1996.
(Das Seminar, Buch 11), S. 90f.
2) Vgl.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S.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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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는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고 거울상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신체의 불
완전함을 잊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상상하면서 오인에 기초한 자신의 주체성
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거울단계, 즉 상상계에서 주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져다주는 충만한 만족감에 근거해서 상상에 의해 허구적으로 자신의 주체
성을 형성한다. 라캉의 상상계와 연관된 시각이론은 1964년경 매주 한 차례
씩 진행된 공개 강의 녹취록을 밀레르 Jacques-Alain Miller가 옮겨 1973년에
출판한 세미나 11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개념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에서 보완된다. 라캉은 이 강연에서 본다는 것을 상징계 및 실
재계와 연결시키면서 대상 a와 실재계로 그 중심이 이동되는 후기 사상으로
가는 이론적 전환점을 보여준다.

70년, 80년대의 영화이론이 상상계를 중심으로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카메
라 시점 및 인물의 시점과 동일시되면서 느끼는 쾌감에 주목하다면, 90년대
부터는 실재계를 중심으로 영화적 허구세계에 내재해 있는 진실에 대한 탐구
가 연구의 주요관심사가 된다.3) 상징계와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상징계에 통합되는 것에 저항하는 충동이 자리 잡고 있는 실재계를 암시하는
응시를 영화에서 찾아내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어서 이러한 라캉의 후기이론
에 근거한 영화분석 및 비평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응시를 중심으로 한 라캉의 시각이론을 영화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성찰하
면서 체계화함으로써 정신분석학적 영화분석이 총제적인 영화분석에 실질적
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4) 본고
는 적합한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 수 없이 반복하여 촬영을 하기 때문에 완벽
주의자로 정평이 난 큐브릭 Stanley Kubrick의 <아이즈 와이드 셧 Eyes Wide

3)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졸고, 곽정연: 정신분석학과 영화비평. In: 독일어문학 제 42집
(2008), S. 17-36를 참고하라.
4) 욕망과 관련된 보기는 단지 영화에서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캉의 시각이론에 입각한 영화분석은 문학분석에도 응용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실례는
Goak, Jeang-Yean: Das Sehen und Gesehenwerden der Frauen in der Wiener Moderne.
In: Das 15. Sorak-Symposium 2008. Jahrhundertwende-Aufbruch in die Moderne. 발표
집, S. 181-19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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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1999)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영화는 각색한, 시각이 중요
한 역할을 차지했던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의 소설 꿈의 노벨레 Traumnovelle

(1926)와 같이 등장인물 사이에서뿐 아니라 관객을 혼란시키고 자극하는 보
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각이론을 적용하기 적합한 작품이다.5) 큐
브릭은 1970년대에 판권을 사놓고 20년 동안이나 작업을 미루어 두었다가 1
년 반 가량의 긴 촬영기간을 거쳐 영화를 완성한다.
맨허튼의 내과의사 빌 하포드 Bill Harford는 그의 아내 앨리스 Alice와 함
께 그의 환자인 지글러 Ziegler가 개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해서 각각
낯선 자들에게 유혹을 받고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아내로부터 다른
남자를 갈망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면서 빌의 방황과 모험은 시작된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역을 맡게 된, 당시 실제 부부였던 허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 Tom Cruise와 니콜 키드먼 Nicole Kidman의 정사장면과 그룹 섹스신
이 있다는 소문으로 관객의 관심을 모았다. 영화의 유일한 에로틱한 장면이
광고영상으로 쓰여 이러한 기대를 부추겼다. 그러나 정작 영화가 상영되자 이
러한 관객의 기대는 전혀 채워지지 않게 되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흥행에 실패
하게 된다.6) 생산과정에서부터 이 영화는 예술작품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나 결국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라캉의 이론을 분명하게
가시화하는 듯하다. 라캉의 시각이론에서 핵심이 된다고 해석되는 네 가지 명
제에 근거해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영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는 것도 본고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5) Vgl. Freytag, Julia: Verhüllte Schaulust. Die Maske in Schnitzlers Traumnovelle und in
Kubricks Eyes Wide Shut. Bielefeld 2007, S. 80.
6) Vgl. Ruschel, Christian: Vom Innen und Außen der Blicke. Aus Arthur Schnitzler
Traumnovelle wird Stanley Kubricks Eyes Wide Shut. Diss. 2002, S.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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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체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보지만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라캉의 시각이론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본다는 것이 인간의 충동과 깊
은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보면서 대상 a로써 자신의 결여된 부분
을 채우려고 한다. 라캉은 의식적인 보기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응시를 구분
하면서 새들이 착각하고 달려드는 포도를 그린 제욱시스 Zeuxis의 그림과 베
일을 그린 파라시우스 Parrhasius의 그림을 비교한다. 제욱시스는 파라시우스
에게 베일을 거두어 당신의 그림을 보여 달라는 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라캉
은 시선에 대한 응시의 승리라고 한다.7) “가시성의 영역에서 대상 a는 응시
이다. Das Objekt a im Feld des Sichtbaren ist der Blick”라고 라캉은 설명한
다.8) 대상 a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응시는 새들에게 포도처럼 보인 제
욱시스의 그림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만든 파라시우스
의 그림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뒤에 무언가를 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파라시우스의 작품이 진정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다. 라캉은 그
러나 그림에서 주체가 보는 것은 결코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시각적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9) 즉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욕망
을 불러일으키지만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는다.

<아이즈 와이드 셧>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큐브릭의 이름이 보인 다음에
앨리스가 검은 드레스를 벗는 모습이 풀 쇼트로 잡힌다. 그녀가 완전히 벗은
뒷모습이 보이자마자 화면은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잠시 후 영화제목이 나타
난다.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관객의 보려는 욕망은 자극되었다가 곧 좌절당
한다.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좌절시키는 이 영화의 전략은 계속 반복된다. 앨
리스가 스타킹만을 신은 채 브래지어를 입는 뒷모습을 담은 쇼트는 곧 다시
7) Vgl.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S. 109.
8) Vgl. Ebd., S. 112.
9) Vgl. Ebd., S. 1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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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이 일하는 장면과 교차편집 되고,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앨리스는 낯선 남자
의 유혹을 결정적인 부분에서 거절하고, 파티에서 두 여자와 유혹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빌도 지글러가 불러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한다. 앨리스가 휴가지에
서 만난 해군장교가 하룻밤이라도 그녀를 원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뒤, 빌의 반응을 기다리는 긴장된 순간에 전화
가 와서 빌은 떠나야 하고, 죽은 환자의 집에서 메리온 Marion이라는 여자가
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키스를 할 때 벨이 울리고, 창녀와 사랑을 시작
하려고 하자 빌의 핸드폰의 벨이 울리고, 비밀무도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들킨
빌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에서 어떤 여자의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이를 멈추
게 한다. 은밀한 장면을 보고자 하는 관객의 욕망에 찬 시선도 차단되고, 빌
의 에로틱한 탈선도 항상 다시 중단된다.
이 영화는 이렇게 관객의 보고자 하는 욕망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관객의
시선을 주인공인 빌의 시선과 분리시키면서 빌과의 동일시도 방해한다. 라캉
은 상상계에서 아직 신체를 가눌 수 없는 아이는 거울에 나타난 이상적인 이
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설명하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 영화를 볼 때
관객이 스크린에 비친 이상적인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이 영화보기에서 관
객의 쾌감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드리 Jean Louis Baudry를 비
롯해 많은 영화이론가들은 설명한다. 하지만 <아이즈 와이드 셧>은 주인공의
시선과 동일시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면서 얻게 되는 관객의 쾌감을 허락하
지 않는다.
오프닝 시퀀스에 뒤이어 뉴욕의 밤거리가 익스트림 롱 쇼트로 보여지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갑을 찾는 빌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롱 테이크로
보인다. 서재에서 침실을 거쳐 카메라는 욕실에서 멈추게 되는데, 앨리스는 변
기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냐고 남편에게 묻는다. 쳐다보지
도 않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빌에게 앨리스는 자신을 보지도 않고 대답한다고
불평한다. 첫 신부터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은밀한 장면은 관객의
시선을 앨리스에게 향하게 하면서 관객의 시선은 빌의 시선과 분리된다. 파티
에서 지글러에게 불려가는 빌보다 먼저 관객은 욕실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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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와 소파에 축 처져 늘어져 있는 아름다운 여자의 나체를 보게 된다. 관객
의 시선은 이 여인의 몸으로 향하게 되고, 욕실에 들어선 빌은 무릎을 꿇고
여자를 진찰하기 위해 여자의 얼굴을 살핀다. 다시 욕망이 담긴 관객의 시선
과 빌의 거리를 둔, 관찰하는 시선은 분리된다. 이때 욕실에 걸린 실물 크기의
여자의 나체 그림은 소파에 있는 여자를 반어적으로 반영하는 듯하다.
아내로부터 다른 남자를 원했다는 결정적인 고백을 들었을 때, 그리고 꿈
에서 수많은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치 가면을
쓴 듯한 무표정한 빌의 얼굴은 관객에게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그와 공
감하게 만들지 않는다.10)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에 등장하는 빌은 내러티브
차원에서 은밀한 경험을 고백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정과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앨리스와 비교해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다. 빌이 아
내에게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을 표현하는, 아내와 장교와의 정사장면을 상상
하는 내적 영상과 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보이스 오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객에게 그의 감정이 전달될 뿐이다. 빌이 메리언과 키스를 하는
신과 창녀와 키스를 하는 신도 두 사람이 마주 보는 모습을 측면에서 클로즈
쇼트로 보여주어 빌의 얼굴 표정을 읽기 힘들다.11)

10) Vgl. Freytag, Julia: Verhüllte Schaulust. Die Maske in Schnitzlers Traumnovelle und in
Kubricks Eyes Wide Shut, S. 104ff.
11) Vgl. Ebd., S. 1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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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한 신에서는 흔히 쇼트와 역쇼트를 교환하면서 관객이 인물의 시
점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이러한 공감을 허락하지 않고 관객이 주인공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그 상황
을 평가하고 해석하게 만든다.

Ⅲ. 주체는 보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여지는 존재이다.

주체는 어머니와 나와의 이자관계에서 제 3자, 즉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
면서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여 상상계에서 문화의 영역인 상징계로 들어서게
된다. 나르시시즘적인 보기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주체는 타자에 의해 보
여지는 상호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때 응시는 대상의 위치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즉 응시는 주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쪽에
있다. 응시는 주체의 투명한 가시성을 방해하며 안전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
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오점이자 얼룩으로 기능한다.12) 주
체가 절대적인 조망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보여질 뿐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
는 순간에 주체는 상징계를 넘어 실재계로 향하게 된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돌아온 앨리스는 몸의 상반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서
몸을 흔들며 귀걸이를 뺀다. 관객은 거울을 통해 거울을 마주 보고 있는 앨리
스를 보게 된다. 멋진 중년남자의 유혹을 받은 앨리스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몸
을 흡족하게 쳐다본다. 앨리스가 끼고 있는 안경은 눈과 시선이 이 신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13) 거울은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가 현실
과 환상의 이중 구조임을 보여주면서 영상과 관객이 서로 시선과 응시의 교
차로 이루어진 상징계의 장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한다.14) 거울은 욕망의 주
12) Vgl. 슬라보예 지젝(김소연, 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S. 254.
13) Vgl. Freytag, Julia: Verhüllte Schaulust. Die Maske in Schnitzlers Traumnovelle und in
Kubricks Eyes Wide Shut, S.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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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시선에 갇혀 대상이 자신을 또한 바라보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상계적 세계에 빠져 있
는 앨리스의 존재방식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욕망을
자극하는 영상에 탐닉하면서 자신도 보여지는 존재
임을 잊은 관객의 태도를 암시한다.15) 역시 옷을
벗은 빌이 앨리스에게 다가와 그녀를 애무하게 되
자 점점 카메라는 거울로 줌 인되면서 거울의 틀을
사라지게 하고, 관객은 거울에 비친 영상에 서서히
몰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거울을 향한 앨리스의 도전적이면서도 관음적인
시선은 동시에 관객에게 향해져 관객은 타자의 응시를 인지하게 되면서 보여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관음증적 시선을 들킨 기분이 든다. 동시
에 빌과 키스를 하면서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앨리스의
응시는 행위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배경음악
으로 흐르고 있는 이작 Chris Isaak의 “그녀가 나쁜 일을 했다 Baby Did A

Bad, Bad Thing”는 앨리스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선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욕망이 담긴 시선으로 탐색하고 있는 관객과 묘
한 친밀감을 형성한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독특한 응시, 관객에게 말을 거는
이 응시는 영화의 허구세계의 인물과의 동일시를 넘어서는 근접성을 형성시
킴으로써 관객을 상징적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면서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
게 한다.16) 이 의미심장한 쇼트는 약간 변형되어 이 영화를 소개하는 포스트
에 실리는 영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 이 쇼트는 페이드 아웃되어 다시 관
객의 보기는 차단된다.
비밀파티에서 빌이 사람들이 성교하는 장면을 보고나서 빌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미지의 여인과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홀로
14) Vgl. 김성희: 정신분석비평을 통한 공연텍스트 읽기－네크로슈스의 <멕베드>를 중심으
로. In: 문명연지 제 21호(2008), S. 100.
15) Vgl. Ebd.
16) Vgl. 슬라보예 지젝(김소연 역): 항상 라캉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감히 히치콕에게 물어
보지 못한 모든 것. 새물결 2001, S.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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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설 때 일그러진 가면들이 빠르게 편집되
면서 클로즈 쇼트로 보여진다. 이러한 불연속
적인 개별 쇼트들은 영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을 방해하면서 여타 화면과 분리된 오점처럼
작용한다.17) 클로즈 쇼트로 잡힌 가면들은 화
면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 마치 관객을 바라
보면서 빌의 시선을 따라 혼음 장면을 바라본
관객을 책망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게 한
다. 가면 뒤에 시선을 감추고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
이 된 관객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자아낸다. 관객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듯
한 흉악한 표정의 가면들 뒤에 숨겨진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익명화된 응시는
라캉의 타자의 응시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타자의 응시를 구현하는 쇼트들은
관객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면서 자신과 연관지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다.

Ⅳ. 욕망하는 응시는 사악하고, 예술은 사악한 응시를
길들인다.

라캉은 시선이 동물에게서 우유를 고갈시켜 버리고, 병이나 불행을 초래하
는 힘이 있다고 믿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언급하면서 시선에 부여된
힘에 대해서 설명한다.18) 바로 이러한 힘은 무엇보다도 부러워하는 “사악한
응시 der böse Blick”에서 비롯된다. 라캉은 다른 사람이 대상 a를 소유해서
자신의 결여를 상기시키는 완전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앞에서 주체를 창백하
게 하는 부러움이 담긴 눈빛을 사악한 응시라고 설명한다.19) 이렇게 타인을
17) Vgl. 슬라보예 지젝(김소연, 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S. 232ff.
18) Vgl.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S. 1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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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워하는, 라캉이 사악한 응시라고 명명한 시선을 영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빌은 저녁식사를 하러 잠시 집에 들러서 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주는
아내를 보면서 꿈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마주 바라보는 아내에게 억지로 미소를 짓지만 지난밤에 시도했던
자신의 에로틱한 모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에 반해 비록 꿈이지만 자신
을 배반하고 여러 남자와 관계를 나눈 아내를 질투하면서 바라본다. 빌은 사
무실에 나가서 아내와 장교가 정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한다. 자
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대담하게 실행하는 아내를 상상하면서 그
는 내면의 눈으로 고통스럽게 바라본다. 이러한 빌의 사악한 응시는 빌이 에
로틱한 모험을 계속해서 감행하는 추동력이 된다.
이러한 부러워하고 욕망하는 사악한 응시를 라캉은 예술작품이 길들이고
진정시킨다고 설명한다. 즉 예술작품은 자신의 결여를 채워줄 것 같은 대상은
단지 이미지일 뿐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응시를 진정시
킨다. 우선 라캉은 사악한 응시의 욕망에 의해 그림의 마력적인 가치가 만들
어진다고 한다.20) 그림이 눈요기 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관객이 마치 무기
를 내려놓듯이 응시를 내려놓도록 한다고 설명한다.21) 즉 예술은 사악한 응
시를 순하게 만들고, 문명화시키고, 진정시키는 아폴론적 효과를 자아낸다고
한다.22) 이러한 응시를 길들이는 예술작품의 특성은 우리의 시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재적 차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구현해주는 속성에
내재되어 있다.23) 관객이 자신의 응시를 충족시키는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파
라시우스의 베일그림과 같은 그림은 그것을 포기하도록 부드럽게 종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베일이 그림임을 알았을 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거기에 분노가 아닌 어떠한 쾌감이 발생하게 된다.24) 바로 대상에 대한 집착
19) Vgl. Ebd.
20) Vgl. Ebd., S. 122.
21) Vgl. Ebd., S. 107.
22) Vgl. Ebd., S. 107f.
23) Vgl.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S. 689.
24) Vgl.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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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 길들여진 응시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게 한다.25) 라캉은 이것을 예술작품의 승화현상이라고 한다.
내러티브 차원에서, 그리고 영상의 구성을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좌절시키는 전략,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방해하는 것, 타인의 응시를 감지하게
하는 것은 예술의 아폴론적 기능에 속한다. 또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영상을 역설적인 상징, 그리고 미장센과 음향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층적인 의미
를 생성하면서 관객의 응시를 진정시킨다. 예를 들어 지글러의 욕실에서 창녀
가 벋은 몸으로 소파에 늘어져 있을 때 차가운 푸른빛의 서늘한 조명으로써,26)
벗은 여자의 그림으로 상황을 다시 반영함으로써 관객의 응시를 진정시킨다.
이 영화에서 가장 선정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집단 혼음 신에서도 모두 모델
같이 완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의식에 따라 마치 서커스 곡예를 하는 듯한
몸짓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장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인공적이어서 욕
망을 자극하기에는 관객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다. 거기다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가면을 쓴 관찰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연극처럼 느끼게 한다.27) 푸크

Jocelyn Pook의 음울한 음악 “이민자들 Migrations”도 관객의 감정을 기괴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빌의 시선을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쌍들을 향한 관객의 관
음증적 시선은 탐욕하는 시선이 아닌 관찰하는 시선으로 변화된다.

<아이즈 와이드 셧>은 시선을 유혹하나 보는 것에 거리를 두게 하면서 결
국 그것이 허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대상에 고착된 욕망하는 주체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라캉이 언급한 예술의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25) Vgl. 권택영 엮음: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5, S. 35.
26) Vgl. 이 영화의 색의 상징성은 졸고, 곽정연: 문학과 영화－슈니츨러의 꿈의 노벨레 와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 비교연구. In: 독일어문학 제 32집(2006), S. 26f.를 참고
하라.
27) Vgl. Freytag, Julia: Verhüllte Schaulust. Die Maske in Schnitzlers Traumnovelle und in
Kubricks Eyes Wide Shut, 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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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응시는 실재계를 드러낸다.

라캉은 홀바인 Hans Holbein의 “대사들 Die Gesandten”이라는 그림을 예
로 들어 타자의 응시를 구현한 왜곡된 형상을 통해 어떻게 실재계가 드러나
는지를 설명한다.28) 르네상스 학문과 예술에 관련된 도구들 가운데 서 있는
두 명의 외국 대사들을 그린 그림의 하단부에 길게 늘어진 얼룩과 같은 왜곡
된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 형상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선을 혼란시킨
다.29) 왜곡된 형성을 삐딱하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해골임이 드러나고,
이는 그림의 실재적 차원인 지식의 공허함과 무익함을, 그리고 나아가 우리
존재의 무를 암시한다. 실재계는 상징계의 질서를 방해하는 오점이나 얼룩과
같은 응시를 통해서 상징계에 침입하여 상징계를 전복시키려고 위협하는 억
압된 외상과 같은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앨리스가 결혼한 여자로서 자신에게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
고 있는 빌에게 다른 남자를 원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빌에게는 충격을 주는,
그의 의식에서 억압되어 있던 실재계를 드러내는 장면이지만 이미 크리스마
스 파티에서 유혹적인 자태로 낯선 남자와 춤을 추던 시퀀스를 본 관객에게
는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다.
빌이 아내의 고백에 충격을 받고 밤거리를 방
황하다가 친구 닉 Nick이 피아노 치는 바에 들
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밀파티에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을 종용하는 신에서 천장에 달려야
할 법한,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등이 눈에 띈
다. 아래에서부터 빛이 비추어 흉측하게 일그러

28) Vgl.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S. 91ff.
29) Vgl. Blümle, Claudia / Von der Heiden, Anne: Einleitung. In: Blümle, Claudia / Von der
Heiden, Anne (Hg.): Blickzähmung und Augentäuschung. Zu Jacques Lacans Bildtheorie,
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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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빌의 얼굴은 이제까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배회했던 그의 단정한 모
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여타의 영상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조명과 주인
공의 표정을 보여주는 쇼트는 감독의 응시를 인지하게 하면서 영화의 실재적
차원을 드러낸다. 이 쇼트는 절제된 빌에 내재되어 있는 아내에 대한 증오,
탈선하고 싶은 욕구 등 그의 억압된 욕망을 암시한다.
앨리스가 꿈을 이야기하는 시퀀스와 빌이 방문한 비밀파티의 시퀀스는 상
징계적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성적 충동의 발현을 보여주는 실재계를 드러내
는 장면이다. 그러나 앨리스의 꿈이 영상이 아닌 이야기로 전달됨으로써, 그
리고 비밀파티는 빌의 가면을 쓴 시선을 따라 서서히 도입되기 때문에 관객
에게는 그다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빌은 비밀파티에서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여자라고 짐작되는 여자가 자
살했다는 기사를 우연히 신문에서 읽게 된다. 이 신비한 여인은 성적 모험을
감행하여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상징적 질서가 와해
된 빌의 결핍을 채워줄 새로운 욕망의 대상인 대상 a의 역할을 한다. 파티에
서 쫓겨난 다음날 빌은 수소문을 해서 닉이 묶고 있는 호텔로 찾아 가고, 파
티가 있던 장소에 다시 가서 경고의 편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기사에 실린
여자가 비밀파티의 여인일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
자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시체를 확인하려고 병원으로 간
다. 하이 앵글로 여자의 시신의 상반신이 미디엄 쇼트로 보인다. 이 시점은 빌
의 시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으나, 마치 빌의 시점 쇼트처럼 주관적이어서
지젝이 설명한 “주체가 주어지지 않은 주관적인 쇼트 subjektlose subjektive

Einstellung”라고 할 수 있다.30) 이 시체는 과도한 리비도적 투여가 배어든, 주
체가 떠맡기에는 너무 강렬한 대상이다.31) 이는 특정한 주체에게 묶어놓은 끈
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일정한 주체에 속하지 않은 대상으로서의 응시이다.32)
30) Vgl. i ek, Slavoj: Das präsubjektive Phänomen. In: Blümle, Claudia / Von der Heiden,
Anne (Hg.): Blickzähmung und Augentäuschung. Zu Jacques Lacans Bildtheorie. Zürich:
Berlin 2005, S. 68.
31) Vgl. Ebd., S. 67f.
32) Vgl. Ebd., 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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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a는 욕망을 부추기는 동인이자 욕망의 미끼이다. 자신의 결핍을 충족
시켜 주리라고 믿었던 욕망의 대상은 막상 포착하는 순간 허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으로 욕망은 미끄러진다. 욕망의 회로로 빠져들게 하는
동인인 대상 a는 결국 허구이자 텅 빈 기표로 드러난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빌을 유혹하며 어디론가 데리고 가던 모델들에게 빌이 어디로 가냐고 물을
때 무지개가 끝나는 곳이라고 대답한다. 빌이 비밀파티에 가기 위해 옷을 빌
려 입은 가게의 이름도 무지개이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무지개라
는 단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추구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그러나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결핍 때문에 끝없이 다른 대상을 추
구하면서 반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표의 순환을 끝나게 하는 것은 오직 죽
음뿐이다. 이 쇼트는 빌이 추구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또한 그 끝은 죽
음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실재계를 드러낸다. 지난밤에 만난 창녀를 찾아가
그녀의 룸메이트와 사랑을 나누려는 빌은 그녀로부터 어제 만난 창녀가 HIV
양성 반응자라는 것을 듣게 된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의 에로틱한 분위기를
식게 하고 빌의 탈선을 기대에 차 지켜보던 관객을 실망시키면서 에로틱한
만남 뒤에 도사린 실재계를 드러낸다.33) 이 영화는 유혹에 응하려 할 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따른다는 내러티브를 통해, 그리고 음악과 미장센을 통해 욕망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지속적으로 암시한다.34) 빌은 자신의 욕망의
이러한 허망한 끝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듯이 그 여자의 얼굴에 키스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멈추고 만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빌은 지글러의 전화를 받고 그를 방문해 비밀파티에
대한 전말을 듣게 된다. 지글러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단한 권력자들이
고 자신을 구한 여자는 창녀이며 그녀가 그를 구한 것은 파티에 대해서 함구
하도록 겁을 주기 위한 계획된 게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가

33) Vgl. 마크 파자토: 아름다운 눈: <아이즈 와이드 셧>에서의 죽음충동의 에로틱한 가면.
In: 토드 맥고완 / 실라 컨클 엮음(김상호 역): 라캉과 영화이론. 인간사랑 2008, S. 196.
34) 영화에 나타난 성욕과 죽음의 상관성은 졸고, 곽정연: 문학과 영화－슈니츨러의 꿈의
노벨레 와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 비교연구, S. 26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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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게 된 것은 기사에 쓰여 있는 대로 마약을 과도하게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상징계의 법을 위반하며 자신의 욕망을 비밀스럽게 충족시키면서 빌
에게는 그 모임에 진입한 것을 책망하는 지글러는 프로이트가 ｢토템과 타부｣
에서 이야기한, 부족의 모든 여성을 차지하고 아들들을 추방시킨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아버지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외설적인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창녀
로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 의상대여점 주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
초적 아버지가 결국 아버지의 쾌락을 시기한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듯이 혼음
파티에 진입한 빌에 의해 권력자들은 상징계적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빌
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 이는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창녀와 성관계를 맺은 지글
러가 이를 알게 된 빌에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시퀀스와 연
결된다. 빌은 아버지의 법을 어기고 대상 a를 찾아 상상계적 이자관계를 찾으
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글러와 이야기를 나누는 당구실은 테이블이
빨간 색이고 등이 녹색으로 되어 있어 관객의 눈길을 끈다. 이러한 뒤바뀐 색
은 왜곡된 상징계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빌이 당구장 한쪽 부분에
대부분 고정된 채 서있는 대신에 공간을 이리저리 배회하는 지글러는 그가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고 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5) 앨리스가 고백할
때도 그녀는 제스처를 크게 취하면서 침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데 반해 빌
은 침대 위에 앉아 있다. 두 시퀀스에서 보여진 빌의 고정된 위치는 위축된
빌이 상황에 힘없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빌이 자신을 구해준 여자
가 누구냐고 물을 때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딥 포커스 촬영을 해 깊이감 있는
미장센으로 전경에 나선 빌은 강조되고, 후경 소파에 앉은 지글러는 축소되어
보인다. 이는 두 사람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강조하면서 빌이 아직도 여자에
대한 관심, 대상 a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지글러와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빌의 잃어버린 마스크가 보라색 침구 위에
놓여있는 것이 클로즈쇼트로 보인다. 이 쇼트도 주체가 주어지지 않은 주관적

35) Vgl. Ruschel, Christian: Vom Innen und Außen der Blicke. Aus Arthur Schnitzler
Traumnovelle wird Stanley Kubricks Eyes Wide Shut, S. 1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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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쇼트로서 타자의 응시를 구현하며 실재계를
드러낸다. 마스크는 대상 a를 욕망하는 인간존재
를 암시하면서 동시에 상징계의 법을 구성하는
아버지의 익명성을 상징한다. 파티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벗어나 쾌락을 누
리지만, 그들 자체는 지글로를 제외하고 익명으
로 남는다. 카메라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앨리스
의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쇼트는 기묘하게도 빌이 경험한 비밀파티와 연
결된 앨리스의 꿈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그녀가 혹시 이 파티에 대해서 알
고 있는지도, 비밀스럽게 참여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관
객에게 충격을 준다. 이 쇼트는 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쇼트로 연결되는데,
이제 관객은 빌이 이 가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대하면서 긴장하고
그를 바라보게 된다. 리케티 György Ligeti의 “무지카 리체르카타 Musica

Ricercata”의 파고드는 듯한 단조음의 피아노 소리는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
신에서도 관객은 빌보다 먼저 보면서 빌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빌을 관
찰하게 된다. 한 음, 한 음 강조되어 소리 나는 절정의 고음의 피아노 소리와
그의 표정으로 빌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표현된다.
아내의 성적 환상, 의상가게 딸의 성적 일탈과 이를 이용하는 아버지, 비밀
파티를 통해 감지하게 된 실재계는 빌의 상징계적 질서를 붕괴시키고 뒤따르
는 존재의 허무함이 그를 오열하게 만든다. 모험을 통해 아내를 이해하게 된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다. 앨리스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건, 꿈에서 경험했건 모든 모험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이 해야 할 중
요한 일, 즉 섹스를 하자고 제안한다. 앨리스는 환상 너머의 실재계의 진실을
감지하고 이를 삶의 충동으로 끓어 앉을 만큼, 즉 새로운 상징계의 질서를 만
들려고 할 만큼 이러한 갈등을 통해 성숙한 듯하다. “fuck”이라는 단어는 성
관계를 의미하는 욕망의 단어이자 욕으로서 이러한 해결책이 표면적이고 일
시적이라는 것과 감독 자신이 이러한 해결책을 비웃는 듯한 다의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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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36) 앨리스의 제안이 과연 상징계의 벌어진 틈을 메울 수 있을
까라는 질문을 남기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Ⅵ. 결 론

<아이즈 와이드 셧>은 아내의 예상치 않은 고백으로 상징계가 흔들리게
된 남편이 방황하면서 실재계를 감지하게 된다는 내용으로써 부부간의 갈등
과 화해 속에서 상징계를 위협하는 실재계의 진실을 다룬다. 이 영화는 관객
의 보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고, 주인공과의
동일시도 방해하면서 관객에게 손쉽게 쾌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
한 일차적인 쾌감을 넘어서 응시를 통해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실재계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본질에 관한 성찰을 추구한다.
영화에서 타자의 응시를 포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체는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주체의 시각적 전망의 영역이 갖는 총체성 안에서 타인이 주체를 마
주 응시해 오는 초점을 포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라캉은 극단적으로 “내가
너를 보는 곳을 너는 결코 바라보지 않는다 [...] Du mich nie da erblickst, wo

ich Dich sehe”37) 라고 하면서 주체의 시선과 대상의 응시가 엇갈린다는 것을
설명한다.
홀바인의 “대사들”에 나오는 왜곡된 형상은 주체의 조화로운 관점의 균형
을 깨뜨렸을 때 포착이 가능하다. 관객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재지
못하고 관객이 영화의 허구세계에 빠져 시각적 쾌감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영상의 흐름 속에서 영화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왜곡된 형상과 같은 결정적
인 쇼트들을 언뜻 언뜻 드러낼 뿐이다. 그것을 포착해서 영화의 허구세계를
36) Vgl. 이준서: 후기구조주의 웃음미학－ 꿈의 노벨레 와 <아이즈 와이드 셧>에 등장하는
여자주인공의 웃음장면 비교. In: 독일문학 제 83집(2002), S. 239.
37)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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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이 라캉의 이론에 입각한 영화비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영화는 상상계의 환상에 근거한, 영화를 통한 나르시스적인 쾌감에
젖는 것을 방해하면서 영화 곳곳에 왜곡된 형상을 감추어 놓아 관객으로 하
여금 낯선 응시를 감지하도록 한다. 관객은 이러한 응시를 통해 영화에 잠재
되어 있는 진실을 찾으며 상징계의 결여와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이로써 상상계의 허구와 상징계의 결여와 함께 실재계를 드러
내는 영화는 관객 주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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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Filmkritik zu Stanley Kubricks Eyes Wide Shu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Sehtheorie Jacques Lacans
Goak, Jeang Yean (Seoul Frauen-Univ.)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Stanley Kubricks Film Eyes Wide
Shut anhand der Lacanschen Sehtheorie zu analysieren, um zum einen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r Lacanschen Theorie auf die Filmkritik
systematisch zu zeigen und um sich zum anderen mittels eines neuen
Gesichtspunktes kritisch mit Eyes Wide Shut auseinander zu setzen. In
dem Film Eyes Wide Shut werden der Blick und das Sehen thematisiert,
und genau genommen nicht nur auf der Figurenebene, sondern in einem
irritierenden und herausfordernden Maße auch für die Zuschauer. Nach
Lacan entsteht die menschliche Begierde aus dem Blick des Anderen, der
auf den Mangel im Subjekt hinweist, und somit wirkt das Sehen
entscheidend auf die Gestaltung des menschlichen Subjekts.
Die Analyse wird unter folgenden zentralen Thesen der Lacanschen
Sehtheorie unternommen: 1. Das Subjekt sieht, um sein Begehren zu
befriedigen. Aber dieses Sehen führt nicht zur Erfüllung. 2. Das Subjekt
ist nicht nur das sehende Wesen, sondern auch das erblickte Wesen. 3.
Der begehrende Blick ist böse und die Kunst zähmt diesen bösen Blick.
4. Der Blick bringt das Reale zur Erscheinung.
Der Film Eyes Wide Shut verhindert ständig das lustvolle Sehen,
indem er die Szene, in der der Zuschauer Objekt a als den Grund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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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enstand des Begehrens suchend ansieht, immer wieder unterbricht
und die Identifizierung des Zuschauers mit der Hauptperson meistens
nicht ermöglicht. Im Film bleibt die subjektive Verarbeitung der Vorfälle
durch die Hauptperson weitgehend offen. Dies verlangt dem Zuschauer
eine eigene Bewertung, Einordnung und Auslegung des Geschauten ab.
Der Film organisiert ein Sehfeld, das den Blick des Zuschauers anlockt,
und im nächsten Moment blockiert. Ein Wechselspiel der Erweckung von
Schaulust und deren Enttäuschung ist ein Strukturprinzip des gesamten
Films. Der Moment des Entzugs eröffnet manchmal einen Blick eines
Anderen, der auf den Zuschauer zurückweist. Das Wechselspiel ist eine
zähmende Funktion des Films, der den begehrenden Blick niederzulegen
veranlasst. Der Film weist durch den Blick eines Anderen auf das Reale
hin, das das Objekt a als Nichts entlarvt. Dadurch wird der Zuschauer
sich des Mangels des menschlichen Wesens und der symbolischen
Ordnung gewahr und somit wird eine Selbstwahrnehmung, Selbstbetrachtung
und darüberhinaus eine neue Selbstgestaltung ermög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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