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젠슈테인과 공감각*

박 현 섭

=개요=
이 논문은 러시아의 영화이론가이자 감독인 에이젠슈테인의 영화이론에서 

공감각의 문제를 다룬다. 유성영화가 발명된 이후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이
론에서 영상적 단위와 음향적 단위를 결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몽타주를 구성하는 쇼트들이 
각각 독립적인 의미론적, 미학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구축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영상적 요소와 음향적 요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양을 가진 영상과 음향을 어떻게 
공통의 척도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에이젠슈테인은 이를 배음이
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생리학적, 인류학적 차원에
서의 공감각의 능력이 이러한 미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
다. 공감각에 대한 현대의 인지적 연구는 의미론적 차원의 지각 교환, 즉 은
유가 생리적 차원의 지각 교환인 공감각과 접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에이젠슈테인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
하다고 할 수 있다. 

주 제 어: 에이젠슈테인, 영화, 몽타주, 공감각, 은유

* 본 연구는 2009년 서울대학교의 ‘인문사회계열 교원 해외연수 지원사업’(제 15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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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과 소리의 모순, 움직이는 세계와 들리

는 세계의 모순을 없애는 것! 그것들의 통일, 
조화로운 일치를 창조하는 것. 얼마나 매혹적

인 과제인가! 그리스인들과 디드로, 바그너, 스

크랴빈, 그 누가 이것을 꿈꾸지 않았겠는가? 
그 누가 이 과제에 매달려보지 않았겠나?”  
(НП1: 97)1)

1. 서론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는 에이젠슈테인

이 영화를 처음 만들던 시기부터 그의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 감각의 원리야

말로 그의 몽타주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영화 

창조의 기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로서 감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감각의 문제는 영화뿐만이 아닌, 음악,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는 그 모든 예술 양식의 배후에 있는 감

각과 지각의 이론, 즉 예술에 있어서의 통일 이론을 세우려는 야심만만한 기

획을 세웠다. 이러한 그의 열정이 영화 이론가로서의 첫 시기부터 있어왔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영화는 미술, 음악, 문학 등 모든 예술 

양식이 종합된 예술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초기 역사에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움직이는 그림 또는 사진이었

다. 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각적 예술이었다. 단순히 기차가 역에 도착하는 

장면, 남자가 체조를 하는 모습, 심지어 정원에 호스로 물을 뿌리는 장면을 

아무런 편집 없이 보는 것만으로도 극장에 모인 관객들은 열광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영화가 이야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문학작

품의 영화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뒤이어 영화 예술 고유의 이야기 구성방

1) 여기서 인용한 에이젠슈테인 저작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에서 이들을 인용할 때는 
각각 약어로 МО, МЕ1, МЕ2, НП1, НП2로 표기하겠다.

   С. М. Эйзенштейн(2000) Монтаж, М.: Музей кино; С. М. Эйзенштейн(2002а) 
Метод, Т. 1, М.: Музей кино; С. М. Эйзенштейн(2002б) Метод, Т. 2, М.: Музей 
кино; С. М. Эйзенштейн(2004) Неравнодушная Природа, Т. 1, М.: Музей кино; 
С. М. Эйзенштейн(2006) Неравнодушная Природа, Т. 2, М.: Музей кино.



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몽타주는 바로 이 시점에서 고안된 것이다. 
1927년에 유성 영화가 출현하면서 청각적인 고려가 시작되었다. 모든 영화

제작자들이 유성 영화의 기술적 능력을 단지 등장인물이 말을 하도록 만드

는 데에, 그리고 화면의 상황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넣는 데에 적용할 방

법만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에이젠슈테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 그는 

소리가 단지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물건 같은 발원체에 동조되도록 만

들어지는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독자

적인 미적 영역과 그 영역을 통어하는 미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

달았다. 영상이 어떤 형상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지듯이, 소리도 어떤 형상

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각각 독자적인 미적 범주로서의 소리와 영

상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향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의 기저에 있는 

예술적 형상이 공통의 어떤 것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자

연스럽게 공감각에 대한 이론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에이젠슈테인의 공감각에 대한 이론은 그의 영화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었

는가? 우리는 에이젠슈테인의 영화를 보면서 소리와 영상이, 시각과 청각이 

통약적 지각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각과 관련된 그의 이론들은 이 문제에 

관해 자연과학적으로 훨씬 진전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 세기 뒤의 현대 

공감각 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에이젠슈

테인의 공감각적 영화이론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 이론에 부합하는 공감각적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는 생득적으로 공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관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객에게도 공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가? 이런 질문들로부터 이 논문은 출발한다. 

2. 움직임을 듣고 소리를 보다.

영화에 아직 음향이 도입되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에이젠슈테인의 초

기 영화 두 편은 존재하지 않는 음향을 표현하기 위한 흥미로운 시도를 담

고 있다. 1924년에 발표된 «파업(Стачка)»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면서, 이 모임이 당국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일상적인 소풍



놀이인 듯 위장한다. 이 장면의 몽타주에서 에이젠슈테인은 노동자들을 보여주

는 쇼트 위에 아코디언의 클로즈업을 이중노출 함으로써, 마치 아코디언의 소

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관객에게 유도한다. 1928년 발표된 «시월(Октябрь)»
에서는 오로라 호에서 대포가 발사되는 쇼트가 나오고 텅 빈 겨울궁전의 홀

을 보여주는 쇼트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후자의 쇼트는 아이리스의 프레임이 

줄어드는 모습을 통해서 대포소리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다. 음향이 있었더라

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이 몽타주들은 결핍으로부터 창조의 동력을 이끌

어내는 예술 고유의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도일 것이다. 동시에 

이 쇼트들은 평생에 걸쳐 에이젠슈테인이 추구한 시청각적 몽타주와 공감각

적 몽타주의 원리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1927년에 발명된 유성영화의 기술은 에이젠슈테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이자 

도전이었다. 그는 다음 해인 1928년 유성영화에 관한 ｢선언문(Заявка)｣에서 

지금까지 “시각적인 형상만을 조작하는 불완전한 방법론으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던 복잡한 과제들”(МО: 485)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수

단으로서 음향의 도래를 환영했지만, 동시에 음향이 화면에서의 움직임과 

동조됨으로써, 말하는 인간들과 소리 나는 사물들의 환영, 즉 현실의 환영을 

창조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연극 연출

로 시작된 창작 작업의 초기부터 이미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독립적인 지위로 작품의 형상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는, 음향이 시

각적 형상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1928년 이타카와 산단지 극단의 소련 방문 공연은 에이젠슈테인에게 새로

운 몽타주 요소가 될 음향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될 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이 공연에서 구사된 시청각적 기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곧바로 자신의 논문, ｢예기치 못한 결합(Нежданный стык)｣에 

담는다. 여기서 그는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연극이 삶을 자연주의적으로 모방하

는 ‘동물적인 앙상블’이라면 산단지 극단의 공연은 ‘일원론적인 앙상블(мони-
ст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가부키 공연에서 음향, 동

작, 공간, 목소리들이 서로를 반주하지 않고 동등한 의미를 가진 요소로 다루

어지고 있는 것에 열광한다(МО, 486). 여기까지는, 그가 연극 작업을 하던 시

절인 1923년에 쓴 첫 논문 ｢아트락찌온의 몽타주(Монтаж атракционов)｣에서 제

기한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МЕ1: 57-59).2) 그는 자신이 연

극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미학적 지향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한 민족의 전통적인 예술 양식인 가부키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이다. 가부키에서의 이

른바 ‘일원론적 앙상블’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고도로 결정화된 예술 방

법으로서 일본 문화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토키 등

장 이후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에이젠슈테

인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부키는 연극에서의 급진적 시도들과 예기치 못한 결
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합을 통해 연극은 더 이상 연극이기를 그치고 
영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 영화는 자신의 마지막 발전단계에 도달
한 토키 영화였다.”(МО: 485) 

그러나 논문 ｢예기치 못한 결합｣은 가부키의 원리를 영화에 적용할 가능성

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에이젠슈테인은 훗날 공감각, 혹은 

묘사의 통약성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될 주제를 건드리게 된다. 

“가부키를 보면서 한 미국 작가의 소설이 나도 모르게 생각났다. 소설 속
의 남자는 청각신경과 시각신경이 뒤바뀐 탓에 빛의 진동을 소리로 지각하고 
공기의 진동을 색깔로 지각한다. 즉, 그는 빛을 듣고 소리를 보는 것이다. 가
부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움직임을 듣고 소리를 본다.”(МО: 486,  
강조는 원저자의 것) 

에이젠슈테인은 ‘소리로 보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가부키의 등장인물이 

성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장면을 들고 있다. 

“유라노스케가 무대 앞쪽으로 온다. 갑자기 실제 크기(즉, 클로즈업)의 성
문 배경이 펼쳐진다. 두 번째 배경막이 보인다. 이번에는 작은(즉, 롱쇼트) 
성문이다. 이것은 그가 성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유라노스케는 계속 자신
의 길을 간다. 배경이 갈색-녹색-검은색의 막으로 가려지면서 성이 유라노스
케의 시야에서 사라졌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발걸음. 유라노스케는 하나미찌
(花道)로 들어선다. 새로운 강조가 주어진다⋯⋯. 사미센 소리. 즉, 소리다!!!”
(МО: 486-487) 

2)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 사이에 동등한 가치를 두고, 연극의 기본적인 단위
를 이론적으로 확립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아트락찌온이라고 불렀다.”



비록 본무대에서 떠나 하나미찌에 서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배우는 관객

의 눈앞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장면을 실제로 ‘소리’를 통해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이젠슈테인이 공감각의 전형적

인 현상, 즉 하나의 감각 자극이 다른 감각 자극을 야기하는 현상에 관해 언

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지각 요소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극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트락찌온의 몽타주｣에서의 에이젠슈테인의 발견이었지만, 그것은 단

지 자극의 총체로서의 예술 작품의 특성에 대한 발견에 머무는 것이었다. 다

양한 자극들이 축적되는 것만으로 예술 작품의 통일적 형상이 구축될 수 없

다는 사실을 이 시기의 에이젠슈테인은 깨닫고 있었다. 일원론적 앙상블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지각 요소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이 가능한 일정한 관련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선언문｣에서 시청각적 

형상의 대위법적인 결합 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에이젠슈테인은, 
｢예기치 못한 결합｣에서 그 결합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새로운 감각, 즉 “시청각적 지각들을 ‘공통분모’로 환원하는 능력”이라고 말

한다. 에이젠슈테인에 따르면, 가부키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인상주의가 일본 판화에서 영향을 받았고, 후기인상주의가 흑인의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토키 영화도 일본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

면서 단지 가부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본문화 영역에서 발견되는 시청각

적 지각의 결합 사례들을 열거한다. 그런데 여기서 묘하게도 에이젠슈테인은 

일본 문화가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원인을 일본 사회의 봉건성에서 찾는다. 
요컨대 가부키에서의 일원론적 앙상블은 봉건적 후진성에서 비롯된 미분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의 봉건성과 미분화된 의식이 놀라운 예술적 능력을 낳았다는 

에이젠슈테인의 분석에 담긴 서구중심적 관점이 다소 엉뚱하고 거북하긴 하

지만, 여기서 이 점에 대해 길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3) 어쨌건 에이젠

슈테인은 새롭게 도달한 자신의 예술적 통찰을 설명이 가능한 이론의 형태로 

3) 그러나 미분화성에 관한 에이젠슈테인의 견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많은 유아들이 공감각적 지각을 한다는 보고들, 그리고 이런 공감각적 
능력이 어른이 된 후에 대체로 상실된다는 보고들은 공감각이 진화생물학적 맥락
에서 미분화의 소산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다음을 참조할 것. Cretian Van 
Campen(2008) The Hidden Sense, Cambridge, Mass.: MIT press, pp. 29-44.



발전시키길 원했을 것이다. 소위 “미분화된 감각의 도발이라는 고대 유산으

로서의 가부키”(МО: 490)에 대한 지양으로서, 그가 특유의 과장된 어조로 제

시하는 ‘몽타주적 사고’란 “분화된 지각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전개된 세계의 

정점에 있으며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이 작동하는 무기이자 기계”(МО: 490)
이다. 

3. 배음의 몽타주

｢예기치 못한 결합｣과 같은 해에 연이어 발표된 ｢영화에서의 4차원(Четвертое 
измерение в кино)｣은 앞선 논문들에서 제기한 몽타주의 문제의식을 이론화

하면서 다양한 몽타주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

은 지적 몽타주의 개념을 최초로 규정한 글로서 주로 주목받아왔지만, 여기

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배음의 몽타주

라는 개념이다. 앞선 글들에서 에이젠슈테인은 이미 일원론적 앙상블, 지각의 

공통분모, 미분화 같은 용어를 동원하며 지각의 통약성에 대한 사고의 단초

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들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 또는 특정한 문화적 현

상에서 관찰되는 지각의 치환 가능성에 대한 결과론적인 기술의 성격을 띤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자신의 몽타주 방법으로 포섭하고, 나아가 

그것을 실제 창작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통어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작동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했다. 나아가 그 메커

니즘은 ｢예기치 못한 결합｣에서 그가 호언했듯이 수학적 정 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가 도입한 개념(또는 비유)이 바로 음악 용어인 

배음(обертон)이었다.
에이젠슈테인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음향학에서 발원체의 음

은 청자에게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지배음 외에도 상음(обертон)과 저음(унтертон) 
이라는 부차적인 음들을 갖는다.4) 음향학적으로는 그 부차적인 음들이 방해 

4) 현대 음향학의 견지에서 에이젠슈테인의 설명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지배음이라는 것은 기본음 또는 기음에 해당되며 이는 하나의 음이 내는 
가장 낮은 진동수를 가리킨다. 예컨대 현의 특정한 음을 퉁겼을 때, 그것은 한 개
의 파장과 그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갖는 파형 이외에도 그 정수배의 진동수에 해
당되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파형들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개의 파장



요소가 되지만 음악에서는 이를테면 드뷔시나 스크랴빈 같은 작가의 경우처

럼 중요한 음악적 요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색수차나 왜곡 같은 광학적 의

미에서의 노이즈가 영화적인 맥락에서는 의미 있는 구성적 요소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에이젠슈테인이 이 논문에서 배음의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첫

째, 전통적인 몽타주 방식인 지배 몽타주를 넘어서는 자신의 몽타주 방식을 

입론하기 위한 것, 즉, 부차적인 요소들이 의미 있는 예술적 구성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배음들은 의식의 수준에서 

지각되지 않지만 생리적인 수준에서 청각 신경을 자극한다. 마찬가지로 부

차적인 몽타주 단편들은 생리적인 수준에서 관람자의 시각 신경을 자극함으

로써 예술적 형상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맥락을 통해 우

리가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량화될 수 

있는 변수의 도입이다.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통약 가능한 것이 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이 물리적인 양을 가져야만 한다. 양을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측정되고 기술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요소들이 사용

되었을 때 산출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약성은 

고사하고 개별 지각 요소에 대한 몽타주 이론의 성립 가능성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음향학, 광학의 용어들을 도입한 에이젠슈테인의 설명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을 수사학적인 비유로만 받아들인다면, 즉, 영

화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모종의 직관적인 통찰을 

던져줄 수 있는 잠언의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온갖 장애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 음향학에 있어서의 배음이 진동수라는 한 변수의 정수배 

함수로 해석되듯, 광학적 노이즈가 하나의 변수로 설명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시각 몽타주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과연 

광학적 노이즈밖에 없을까? (물론 그렇지 않으며 이는 청각 요소의 경우에 

을 갖는 파형에 해당되는 진동수가 기음이며 나머지 모든 진동수의 음들이 배음
이 된다. 이 때 우리가 주로 지각하는 진동수는 가장 낮은 진동수, 즉 기음의 진
동수이다. 에이젠슈테인은 여기서 저음(унтерто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음으로서의 배음은 존재하지만 저음의 배음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확
한 용어이다. 다음 책의 3장을 참고할 것. 존 파웰(2012)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
악의 비 (How Music Works), 장호연 옮김, 뮤진트리.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각 요소의 물리량은 서로 치환 가

능한 것인가? 에이젠슈테인은 시각적 배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편집 경험을 예로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반 전선(Генеральная   
линия)»5) 중 ‘십자가 행렬’의 몽타주 작업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쇼트의 ‘심리-생리학적’ 울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것이야말로 

이 몽타주 접합이 시각적 배음과 음악적 배음의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여주

는 근거라는 것이다(МО: 507). 그러나 여기서 시각적 배음의 존재, 이른

바 ‘심리-생리학적’ 울림은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의 경계 속에 갇힌 채 

여전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결핍을 에이젠슈테인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에서의 배음이 

악보에 기록될 수 없듯이, 그것은 정지된 필름 단편 속에 기록될 수 없

다.” 왜냐하면 “배음의 갈등은 [...] 카메라나 영사기에서 필름이 돌아가

는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서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만 생겨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МО: 507)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 지각의 통약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

이젠슈테인은 기술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

으며, 이를 위해 시각, 청각과 관련된 이런저런 물리적 변수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런 물리량으로 표현되는 시청각적 배움은 여전히 기술될 수 없는 

상태로 예술가의 창작 경험과 관객의 수용 경험 속에 주관적인 형식으로 남

아 있는 것이다. 난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출발선상으로 되돌아 온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다시금 에이젠슈테인은 이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4차원’의 

비유를 통해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고 시도한다. 정지 상태에서 드러나

지 않는 시청각적 배음이 상연과 연주의 ‘과정’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간이라는 공통의 범주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4차원 

시공연속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

러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4차원 시공연속체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범

위를 벗어나는 극한적 상태, 가령 단 몇 초에 지구와 달을 왕복하는 가공

의 우주선에서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1/24초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정지 영상을 연속적인 운동으로 파악할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지각 능력과는 무관한 세계인 것이다. 자신

5) 1929년에 발표된 에이젠슈테인 감독의 영화. 일명 «낡은 것과 새로운 것(Старое и 
новое)».



에게 쉽게 장악되지 않는 배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젠슈테인이 

찾은 활로는, 상대성이론의 출현으로 인해 갑자기 자신이 예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리라고 착각한 20세기 초의 대다수 교양인들과 마찬

가지로 자연과학적 몰이해의 소산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논제의 실효성마

저 의심하게 만든다.6)

4. 지각의 통약성

에이젠슈테인이 몽타주에 관한 새로운 책을 집필하던 1937~1940년 사이7)

에 시청각적 몽타주에 관한 견해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한다. 이 시기의 에

이젠슈테인에게 있어서 시청각적 요소의 결합 원리는 단순히 영화의 구성에

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술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응성(문학과 회화, 
선과 음악, 색과 음악)과 유기적 총체로서의 세계의 본질을 밝혀주는 원리이

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에이젠슈테인이 가시적인 묘사의 차원을 넘

어서서 예술적 의미를 구축하는 ‘형상(образ)’의 원리에 천착하던 때였다. 이

에 따라 초기에 감각적 자극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던 시청각 요소들은 이제 

고도로 일반화된 형상을 인식하기 위한 매개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음악적 배음에 ‘듣다’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 시각적 배음에 ‘보다’라
는 말은 적절치 않다. 양자에게 대두되는 새로운 단일 형식은 ‘감지하다  
(ощущаю)’이다.”(МО: 343) 

6) 상대성이론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것은, 우주가 어떤 신
비스러운 진동의 원리로 지배된다고 믿는 오컬트적 신념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에이젠슈테인의 이론에서는 오컬트적 사고의 흔적이 다분히 발견되는데, 그런 맥
락에서 그의 예술이론을 조명하는 것은 이 논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논의가 될 
것이다. 에이젠슈테인의 영지주의와 오컬트적 경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akan Lövgren(1996) Eisenstein's labyrinth: aspects of a cinematic synthesis of 
the art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7) 옥사나 불가코바는 이 시기를 보편적 상응성의 원리를 탐구하던 시기라고 부른다. 
Oksana Bulgakowa(2001) “The Evolving Eisenstein: Three Theoretical Concept of 
Sergei Eisenstein,” in Al Lavalley and Barry P. Scherr(eds.) Eisenstein at 100: A 
Reconsiderat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 38.



이것은 그가 ｢예기치 못한 결합｣에서 했던 진술이다. 에이젠슈테인은 20
년대에 자신이 제기했던 생리적 자극, 시청각적 배음의 논점들을 되짚어 가

며 그 적실성을 확인하는 과정 끝에 위의 명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진

다. “위의 명제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옳은 점은 통약되지 

않는 두 영역에 대해 제 3의 범주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두 영역이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됐다는 것이다.”(МО: 343) 에이젠슈테인은 일단 배음이라

는 제 3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배음들은 각 영역의 자연적인 속성

이 아닌 지각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명제의 

적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자평한다.8) 나아가 그는 이 단계에서 제 3의 범

주가 지각 주체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을 너무 직접적인 측면에서, 즉 생리

적, 감정적 측면에서만 고찰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진단한다

(МО: 344).
자신이 세운 이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유보와 단서를 달면서 초기 이론을 변호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에이젠슈테인이 급격한 이론적 선회를 했다는 점은 다음 진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사실상 소리와 묘사는 통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음악의 ‘조각(кусок)’과 
묘사의 ‘조각’은 통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의 조각’으로부터의 형상과 
‘묘사의 조각’으로부터의 형상은 조직적으로 결합되고 통약되는 통일된 현
상들이다.”(МО: 345, 밑줄 강조는 필자의 것, 이탤릭 강조는 원저자의 것)

8) 여기서 에이젠슈테인은 대상의 자연적 속성을 넘어서는 지각 주체의 사용자적 
측면을 강변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사용가치 개념을 끌어들
이고 있는데, 이는 자본론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독임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
을 역으로 뒤집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МО: 343-344 참조). 자본론 1장 1절에
서 마르크스는 상품의 물리적 속성들에 의해 조건이 규정되는 사용가치와 상품
들 사이의 등가적 관계를 담보하는 교환가치를 대비시키고 있다. 요컨대 자본
론에서 에이젠슈테인의 통약성에 대응될 수 있는 개념은 교환가치이지 사용가
치가 아닌 것이다. 지각의 통약성이라는 개념에서 어느 정도 유물론적 환원주의
의 맥락이 감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자신의 정
치적인 입장에 배리된다는 판단을 그가 했고, 이 때문에 자신의 내적인 논리와 
별 상관이 없는, (심지어 모순되는) 자본론의 인용을 필요로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에이젠슈테인은 배음적 통약성의 수준에서 마주쳤던 “산적한 문제들”이 형

상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일거에 해결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형상

들은 동일한 질서, 동일한 영역, 동일한 차원의 현상인 까닭에 이들이 서로 

통약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МО: 344)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당초에 에이젠슈테인이 배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성질이 다른 감각자질을 공통된 척도로 계측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

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상’이 통약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계측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당연

히 에이젠슈테인의 이론 어디에서도 ‘형상’의 계측가능성에 대한 논변을 찾

을 수는 없다. 길고 복잡한 우회로를 거쳐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도달한 

지점은 일본문화에 대한 논평에서 스스로 지적한 ‘미분화된 지각’의 단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에이젠슈테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만들어진 ‘배음’, ‘형상’과 같은 

개념을 제쳐두고 공감각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사고해보기로 하자.

5. 에이젠슈테인의 공감각 개념

현대의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공감각에 대한 정

의는 다음과 같다.

 “공감각은, 어떤 감각적 양상이 받은 자극이 다른 양상의 경험으로 전
이될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하나의 양상 안에서의 다양한 성
질들과 연관된 상황들(예컨대 편지의 모양을 보는데 색깔이 느껴질 때) 또
한 공감각이라고 이름 붙여진다. 이런 종류의 현상들은 안과 질환, 뇌손상, 
편두통 환자들에게서도 보고되고 있다. 유사한 경험들이 메스칼린과 LSD를 
복용하고 아야화스카(환각음료)와 같은 정신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음료
를 마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보고된다.”9) 

공감각자(синестет)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드물다

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예술가들에게서 자주 발현되고, 종종 

9) Lynn C. Robertson and Noam Sagiv(eds.)(2005) Synesthesia: perspectiv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3. 



유전적인 경우도 관찰된다.10) 심리학자 비고츠키와 함께 몇 년간(1928~ 
1933) 공감각자들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하기도 했던 에이젠슈테인은 생리

적이고 불수의적인 현상으로서의 공감각의 이런 특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МО: 385). 하지만 이런 생리적 수준의 공감각과 그

의 몽타주 이론 속에서 거론되는 공감각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비고츠키와 함께 작업하면서 만났던 인상적인 색(色)-청(聽) 공감각자의 사

례11)를 들고 나서, 이러한 색-청 통일, 즉 내적인 동조성이 예술작품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그 통일은 “오직 형상 속에서, 형상을 통하여, 그

리고 이들을 통해서 형성된 형상의 총체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

문에 예술에서는 그러한 절대적인 (색-청) 상응성의 부재가 한계가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МО: 386).

“예술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일치의 부재(혹은 비조건성?)에는 제한이 없
다. 한편으로 이는 소리와 색이 내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경우의 수를 갈
망하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형상 체계가 받는 영원한 자극이다. 다른 한편
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절대적인 일치, 즉 영원히 고정되는 상호 수반적인 
연합의 그림은 예술의 본성에 극도로 낯설다. 왜냐하면 예술의 과제는 현실
에 대한 인식의 영역에 새로운 도로를 내기 시작하면서 존재하는 것들의 사용
이라는 기저에 새로운 연합의 고리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МО: 386, 
강조는 원저자의 것)

에이젠슈테인은 «이반 뇌제(Иван Грозный)»(1944)의 몽타주에 관한 글에

서, 청각-시각적 다성악의 청각-시각적 요소들이 평등하게 결합할 가능성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묻

고, 그것은 바로 공감각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공감각은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얻어진 상이한 지각(ощущение)들을 하나

10) 많은 예술가들이 공감각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작곡가 림스키-코르
사코프, 스크랴빈, 소설가 나보코프 등이 있다. 나보코프는 공감각자인 어머니로부
터 유전적 자질을 물려받은 예에도 해당된다. 그는 자전적 에세이 말하라, 기억
이여(Speak, Memory)에서 자신의 공감각 경험을 술회하고 있다. Vladimir 
Nabokov(1989) Speak, Memory: an Autobiography, New York: Vintage Books,  
pp. 34-36.

11) Ш 동지로 불리는 이 사람은 모음은 색으로, 자음은 무색의 빛으로 지각한다. 또
한 이것들을 마치 형체 없는 흐름처럼 지각한다.



로 수렴하는 능력”이다(НП2: 406). 여기서 그는 자신의 첫 논문, ｢아트락찌

온의 몽타주｣를 다시금 인용하면서 ‘아트락찌온’을 연극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공감각적 단위”라고 규정한다(НП2: 408). 그리고 사물의 

구성의 토대에 있는 공감각의 원리는 일반적 방법론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요컨대 에이젠슈테인에게 있어서 공감각은 특정한 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며, 또한 생리적인 차원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방법론적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이 뒤에 보여주는 사

례에서도 다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전함 포템킨(Броненосец Потёмкин)»(1925)에서 

선원 바쿨린추크의 장례식 장면과 «이반 뇌제»에서 황후의 장례식 장면이다. 
전자에서는 바클린추크를 에워싸고 있는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군중은 각각 

상이한 자세와 표정으로 선원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황후의 주검 곁에 오직 이반만 있다. 에이젠슈테인은 이반이 비록 홀로 이 

장면에서 애도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가 «전함 포템킨»에서의 군중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애도의 반응들을 자신 속에서 보여줌으로서 통일적 

형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앞의 경우에서 애도의 주제는 군중 속에 

있는 각 인물들의 미분화된 행동들(на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ых действиях)로 

전개되며 여러 사람이 비통한 공감의 다성악 속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나 후자의 경우, 즉 «이반 뇌제»에서 애도의 주제는 한 인물로 모아져 

있다.”(НП2: 409) 이 두 장면의 비교에서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공감각적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일반화하는 기능으로서의 몽타주의 

원리만으로도 «이반 뇌제»의 애도 장면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이젠슈테인에게 있어서 공감각 역시 통일적 형상의 창조와 지각 

원리를 인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사학적 개념에 불과했던 것인가?

6. 결론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 자극이 다른 감각 자극을 야기하는 현상이다. 그런

데 이것은 어떤 대상에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과 전혀 다른 성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은유의 메커니즘과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에이젠슈테인



은 1937년에 몽타주에 관해 쓴 글에서 예술적 형상을 형성하는 은유의 역할

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생생한 은유는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는 의미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며,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성질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성질1)과 다른 영역에서 전의되어 

본래 성질에 더해진 것(성질2) 사이의 성질 교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МО: 
80). 현대의 공감각 연구자들은 공감각과 은유의 이러한 유사한 특성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은가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12) 물

론 공감각은 불수의적 현상이며13), 은유는 의식이 동원되는 의미작용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공감각적 지각을 갖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의견을 갖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은유를 사용할 때처럼 

공들여서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즉, “it's a way of perceiving and not a 
way of conceiving.”14) 그러나 시-청 공감각자들의 경우, 이들이 문자를 배우

지 못한 상태에서는 색깔 지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공감각자가 아닌 일

반인들도 학습을 통해서, 즉 조건반사를 통해서 공감각적 반응을 할 수 있다

는 점 등은 공감각과 은유의 접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이 문제를 다루

는 연구자들은 여전히 공감각이 순수하게 전의식적, 감각적 현상인지, 아니면 

의식적, 개념적 현상인지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15) 
공감각적 몽타주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에이젠슈테인이 제시한 배음, 

형상 등과 같은 모호한 개념들은 오늘날의 견지에서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에이젠슈테인의 영화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

청각적 몽타주가 기본적으로 관객의 연상 작용과 이를 통한 반사적 지각을 

이끌어내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이론적인 면에서 충

12) V. S. Ramachandran and E. M. Hubbard(2001) “Synesthesia – A window into 
perception, thought, and languag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12, pp. 3-34; 
V. S. Ramachandran and E. M. Hubbard(2005) “The emergence of the human mind: 
Some clues from synesthesia,” in L. C. Robertson and N. Sagiv(eds.) Synesthesia: 
Perspectiv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7-190 참조. 

13) 색-청 공감각자들이 청각 자극을 받을 때, 뇌의 시각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신경
생리학적 보고가 있다. Cretian Van Campen(2008), 4-6 참조.

14) Cretian Van Campen(2008), 90.
15) Matej Hochel and Emilio G. Mila´n(2008) “Synesthesia: The existing state of 

affairs,” Cognitive Neuropsychology, 25:1, pp. 93-117.



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실천에 있어서는 공감

각적인 지각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화적 형상에서 은유가 갖는 창조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를 공감각

과 연관시켰던 에이젠슈테인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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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Эйзенштейн и синестезия
 (Eisenstein and Synesthesia)

Пак, Хён Соп*

Эта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проблеме синестезии в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й 
теории С. М. Эйзенштейна. С появлением звукового кино в 1927 году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для режиссёра стала задача соединить 
зрительные элементы и звуковые элементы в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Суть 
теории монтажа Эйзенштей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любые кадры в 
монтаж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охраняли свой независимый эстетический 
статус, а с другой, обеспечивали целостный образ монтажного куска. 
Этот принцип также требуется применить в отношении зрительного и 
звукового элемента. Здесь трудность в том, как соединить зрительные и 
звуковые элементы в общем масштабе, если они имеют разную 
размерность. Эйзенштейн пытался решить эту трудность с помощью 
понятия "обертон". Он рассуждал, что синестети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в 
физиологическом 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ом плане делают возможным такое 
эстетическое соединение. Современные когнитивные подход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того, что метафора как перенос ощущения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соприкасается с синестезией как переносом 
ощущения в физиолог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В этом смысле проблематика 
Эйзенштейна до сих пор актуальна.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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