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며

1936년 11월 16일자『뉴욕 헤럴드 트리뷴 New York

Herald Tribune』에는“메트로폴리탄의 강연에서 화

가 진짜 예술로 취급되다”라는 머리기사가 실렸다. 뉴

스의 내용은 미술사학자 어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강의, “미술로서의

화(Motion Picture as an Art)” 다. ‘ 화예술’이라

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

런 일이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이 의아한 일이지만,

1936년 미국만 해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는, 고급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대표적 기관에서 화를 시각예

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뉴스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었다.1

화와 미술의 친 한 관계는 이미 유럽에서는 새

로운 일이 아니었다. 1920년대에 활발하게 만들어진

이른바 전위 화(Avant-garde cinema)는 상업적인 주

류 화를 비판하며 관객의 수동적 몰입을 방해하는 실

험적인 작품들을 쏟아내었고, 그 중심에는 미술가들이

있었다. 흔히‘다다와 초현실주의 화’로 불리는 이들

작품에는 한스 리히터(Hans Richter)의〈리드머스 21

Rhythmus 21〉(1921)을 비롯하여 만 레이(Man Ray)의

〈이성으로의 회귀 Le Retour à la Raison〉(1923), 〈에

마크-바키아 Emak-Bakia〉(1926), 〈불가사리 L’Étoile

de Mer〉(1928), 바이킹 에겔링(Viking Eggeling)의〈대

각선 심포니 Symphonie Diagonale〉(1924), 페르낭 레

제(Fernad Léger)의〈기계적 발레 Ballet Mécanique〉

(1924), 화인 르네 클레르(René Clair)가 감독하고 프

란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 만 레이, 에릭 사티

(Eric Satie),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함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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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막간극 Entracte〉(1924), 뒤샹의〈빈혈 시네마

Anemic Cinema〉(1926),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와 루이 부뉘엘(Luis Buñuel)의〈안달루시아의 개

Un Chien Andalou〉(1929) 등이 있다. 

화학작용을 거치는 필름이라는 물리적 조건과 카

메라와 사기의 기계적 조건 이외에도, 화라는 매체

를 규정하는 존재론적 조건은 그것이 시간에 기반(time-

based)한다는 데 있다. 편집과 촬 에 의한 다양한 시

간의 조작은 역회전, 디졸브(dissolves), 점프-컷(jump-

cuts), 깜박 효과(flicker effect), 타임 랩스(time laps),

저속, 고속촬 등을통해늘여지거나겹쳐지고, 혹은분

절되는 화의 시간을 창출하 고, 이는 초기 아방가르

드 시기부터 미술가들의 흥미를 당기는 부분이었다. 20

세기 초,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시간

에 대한 개념은 형태를 고유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

라, 마치 화에서 보는 것 같은 시간의 흐름 속의 한 장

면(the snapshot view of a transition)으로 보는 시각을

마련해주었다.2 화가 제공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는

이런 선택적인 시간의 사용과 더불어 회화의 조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술언어를 시사했다. 1911년 이론가

리쵸토 카누도(Ricciotto Canudo)가 제6의 예술3로 선

포한 화는 미술가들 사이에서 기존의 미술이 제공하

던 공간의 리듬과, 음악과 시(詩)가 제공하던 시간성을

혼합한 우수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화의 대중화와 함께‘움직이는 그림’에 관심을

갖은 최초의 미술가로는 레오폴드 쉬르바주(Léopold

Survage)가 있다. 비록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그의 추상 애니메이션 화〈색채 리듬 Le Rhythme

coloré〉(1912-14)에 대한 계획은 시인이자 비평가인 기

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저널『레 수

와레 드 파리 Les Soirees de Paris』에서 극찬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화상 칸바일러(Kahnweiller)에 의하면 파

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플립북(flipbook-책장

을 넘기면 이미지가 움직이는 책)의 형태로 1912년에

동 상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4 한편 화를 직접 만

든 최초의 미술가들은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들이었

다. 1916년“The Futurist Cinema”라는 선언문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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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연의 배경은 2년 전인 1934년, 뉴욕의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로 줄임)에 새롭게 발족한 화부(film

department)의 큐레이터인 아이리스 배리(Iris Barry)가 파노프스키

에게 도움을 요청한 데서 시작되었다. MoMa는 그 자신 화비평을

쓰기도 했던 관장인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의 휘하에“가장 중

요한 20세기 미술”인 화부를 신설하려는 계획으로 MoMA의 주

후원자인 록펠러(Rockefeller) 재단과 존 헤이 휘트니(John Hay

Whitney)로부터 각각 십만 달러와 육만 달러의 기부금을 확보해놓

은 상태 다. 1935년 6월 문을 연 MoMA의 화부는 자문위원인

파노프스키의 거듭되는 강연들을 통해 움직이는 그림(motion

pictures)인 화를“미술”의 역으로 편입하려는 문을 활짝 열었

다. 비록 1922년, 조지 윌리엄 에거(George William Egger)가 관장

으로 있던 덴버미술관(Denver Art Museum)에 미국 최초의 화부

가 신설되었던 전례가 있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도 화가 미술의

한 장르로 취급되어 학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

었다. 실제로 1937년 MoMA 화부의 아이리스 배리(Iris Barry)와

존 애봇(John Abbott) 등이 컬럼비아 대학에서“History, Aesthetic

and Technique of the Motion Picture”라는 과목을 신설했을 때

『타임 메거진 Time Magazine』은 이에 대한 특별 기사를 다룰 정도

다. Time Magazine 30. 15 (1937년 10월 11일자), p. 36. 한편

파노프스키의 에는 로버트 비엔느(Robert Wienne)의〈칼리가리

박사의 실〉(1919)같은 독일 표현주의 화나 르네 클레르(Rene

Clair)의〈막간극 L’Entracte〉(1924), 에이젠스타인(Eisenstein)의

작품 등 전위 화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만, 정작 미술가들이 만든

화에대한언급은눈에띄지않았다. Erwin Panofsky, “Style and

Medium in the Motion Pictures”(1934), Film Theory and

Criticism: Introductory Readings eds. Leo Braudy and Marshall

Coh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79-292.

파노프스키의 화 강연에 대한 배경은 Thomas Y . Levin ,

“Iconology at the Movies: Panofsky’s Film Theory”The Yale

Journal of Criticism 9, no. 1 (1996), pp. 27-55 참조.

2비록베르그송자신은 화가시간의흐름을왜곡한다고비판하기도

했지만 시각작용과 화적 장면에 대한 유사성은 그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Bergson, Matter and Memor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896 참조. 그의 화적은유가가장잘드러난 로는

Creative Evolution, London: Macmillan, 1907이있다. 

3 Ricciotto Canudo, “Naissance d’un sixième art”Les Entretiens

idéalistes (25 October 1911)에는 제6의 예술로 소개되었고

“L’Esthétique du septième art”로 Canudo의 저서 L’Usine aux

images (Paris: Etienne Chiron, 1926), pp. 13-26에제7의예술로

소개되었다. 

4 A. L. Ree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rom the

Canonical Avant-Garde to Contemporary British Practice,

London: BFI publishing, 1999, p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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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독립된 예술장르로 인정한 미래주의자들은

화를“본질적으로 시각적이며, 회화의 진화를 완성할”

매체로 보았으며, 화야말로“실제와 사진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아함과 엄숙함을 지양하는 […] 표현적인

매체”라고 여겼다. 이들이 값싸고 서투르게 제작한

화는 비록 일부 서사구조의 화(narrative cinema)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와

의자 간의 사랑이야기나 권투장갑끼리의 다툼을 다루

는 지나(Gina)의 화〈비타 푸투리스타 Vita

Futurista〉(1916)의 내용에서 보이듯 전위적 성격을 띠

고 있었다.5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미술가들에 의한

전위 화의 붐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192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가들의 화는 몇 가지 특성들로 구분된

다. 먼저 움직이는 추상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에겔링

이나 리히터 같은 다다 미술가들의 추상 화가 있다.

그리고 오브제나 형태의 움직임을 주요한 조형언어로

삼아 추상 화에 필적하는 음악적 화면을 보여주는 작

품들로, 앞서 말한 두 작가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본질

적으로 시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레제나 뒤샹,

만 레이의 초기 화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의 내러티브 화의 서술구조를 뒤엎는 시도들로 플롯

이나 장면의 부조리한 전환, 꿈의 이미지의 사용 등을

통해 무의식의 흐름을 보이려는 초현실주의 화로, 그

대표적인 예로 만 레이의〈불가사리〉, 달리와 부뉘엘의

〈안달루시아의 개〉를 꼽는다. 

그러나 1920년대 미술가들의 화를 구분하는 데

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우선, 저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화라는 특성 상 각각의 미술가들이 독립적

으로 화를 제작한 경우보다는 기술적 도움이나 촬 ,

각본 등을 다른 미술가나 문인, 화인 등의 도움을 얻

어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작권

(authorship)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은 이들 미술

가들이 화라는 매체를 꾸준히 작품 활동의 중요한 부

분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혹은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다루는 데서 온다. 과연 미술가들의 화가

진지한 예술적 모색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매

체에 대한 호기심에 기인하는 실험이었는지에 대한 판

단의 불분명함은 미술사나 화사의 연구자들이 미술

가들의 화를 주변적으로 다뤄온 원인이기도 했다. 

다른 문제로는 미술사에서 거론되는 입체주의, 다

다, 초현실주의 등의 사조구분이 과연 이들 미술가들의

화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

다. 예를 들어, 다다이스트인 리히터와 에겔링의 화

는 기본적인 기하학적 도형들을 이용한 보편적 추상 언

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작품을 시각성 자체를

문제시하는 뒤샹의 작품과 나란히 다다 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편 입체주의자로도 분류되는 레제의 경

우, 그의 작품〈기계적 발레〉역시 입체주의 화로 보

아야 할까? 리히터에 의하면“비록 레제는 결코 다다이

스트가 아니었지만, 그의〈기계적 발레〉는 백 퍼센트

다다이다.”6

1925년 5월 베를린에서 열린 다다 연회에서는 에

겔링과 리히터의 추상 화를 비롯하여, 바우하우스 출

신의 발터 루트만(Walter Ruttmann)과 입체주의자 레

제, 초현실주의자 피카비아와 클레르의 화가 모홀

리-나기(Moholy-Nagy)의 작품과 함께 상 되었다. 만

레이 화의 경우도 각각 다다 화로 구분되는 작품과

초현실주의 화로 구분되는 작품이 있다. 논문에서

1920년대 미술가들의 화를‘다다와 초현실주의

화’라고 나누지 않고, 굳이 1920년대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의 작품이 작가가 속한 미술사조의 기준으로 구분

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활동

하던 다국적 미술가들을 포용하기 위해‘프랑스 미술

가들의 화’대신‘프랑스를 중심으로 본 미술가들의

화’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1920년대 프랑스 전위 미술계와 이들 미

술가들이 공유하던 신념은 무엇이었으며, 이는 이들이

선택한 새로운 매체인 화에 어떻게 담겨있을까? 본

논문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술가들의 화

에 나타나는 1920년대 미술의 전위적 성격을 시각

(vision)에 대한 도전과 이성(reason)에 대한 비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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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움직이는 추상: 음악을 담고 싶은 미술

1920년대 미술가들이 만든 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추상이다. 1920년 한스 리히터와 바이킹 에

겔링은 화를 만들기 위한 자금과 장비 지원을 위해

독일의 UFA 화사를 찾았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17

세 때 독일로 이주하여 미술사와 회화를 전공한 에겔링

은 1911년에서 1915년 사이 파리에 체류하며 야수주의

화가 드랭(André Derain)과 입체주의자 브라크

(George Braque)의 향을 받았다. 1차 세계대전의 발

발로 취리히에 머물던 에겔링은 다다이스트 장 아르프

(Jean Arp),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 마르셀 장코

(Marcel Janco) 등과 어울리며, 1918년 리히터와 함께

족자드로잉(scroll-drawing) 등의 실험적 작업을 통해

움직임을 회화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

나 막상 자신들의 드로잉을 가지고 화사를 찾은 리히

터와 에겔링은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드로잉이 화를 위한 스토리보드 정도로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상하던 효과를 얻

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실망한 에겔링은 독일로 돌아와

서 3년에 걸쳐 바우하우스(Bauhaus) 출신의 애니메이

터 에나 니메이어(Erna Niemeyer)의 도움으로 보다 정

교하고 변화가 많은 추상 화〈대각선 심포니〉그림1를

완성하게 된다. 화는 1924년 11월, 에겔링이 잠시 파

리에 들 을 때 작가의 지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다다 음악가 던 페루쵸 뷰소니(Ferrucio Busoni)

와 절친한 사이 던 에겔링은 음악과도 같은 추상적인

시각언어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대각선 심

포니〉에 표현하 다. 그는 수백 가지의 추상적 형태를

만들고, 에나는 이를 얇은 은박지에 옮겨 오려낸 다음

한 컷 한 컷 변화를 주어 찍어내었다. 에겔링은〈대각

선 심포니〉의 상 때 음악을 빼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는 자신이 화에서 보여주는 추상이미지들이 이미

시각적 음악으로서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

고, 이들이 단순히 음악에 맞춰 만들어진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7 화는

1925년 5월, 에겔링의 사망을 몇 주 앞두고 베를린에

있는 UFA 화관에서 리히터, 루트만, 레제의 화와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한편 리히터는 1921년, 화사에서 촬 한 30초

정도의 짧은 필름을 화가 테오 반 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의 주선으로〈 화는 리듬이다〉라는 제

목으로 파리에서 공개하 다.8 이를 전신으로 한 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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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래주의자지나(Gina)와 코라(Corra)는 형제간으로 1910년경부터

현상되지않은필름에손으로그림을그리는등의전위적실험작업을

했다. A. L. Rees,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and Video, p. 28.

6 Willy Verfauf, ed, Dada: Monograohie einer Bewegung (Teufen,

1957), p. 66. Thomas Elsaesser, “Dada/Cinema?”in Dada and

Surrealist Fim, ed. Rudolf E. Kuenzli, Cambridge: MIT Press,

1996, p. 14에서재인용.

7에겔링에 대한 논의는 William Morits, “Restoring the Aesthetics

of Early Abstract Films”A Reader in Animation Studies. Ed.

Jayne Pilling, Sydney: John Libbey, 1997, pp. 221-227을참조.

8리히터는 화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비평가가 안경을 닦는 사이에

그림1
바이킹에겔링, 〈대각선심포니Symphonie Diagonale〉, 1924, 

7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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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리드머스 21〉그림2는 1921년 공개된 최초의 30초

이외에 1925년과 1927-8년 두 번에 걸쳐서, 베르너 그

라프(Werner Graeff)와 에겔링의 조수 던 에나 니메

이어의 도움으로 3분 길이로 늘어난 것이다. 리히터는

에겔링의 사후 에겔링의 조수 던 에나와 결혼했고, 그

녀의 도움으로 화를 완성하 다. 사각형이라는 기본

형태의 움직임을 비교적 엄정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도

형의 움직임에 의한 음악적인 리듬감에 치중하고 있

다. 추상적 형태를 통한 조형성과 움직임을 접목한 이

들의 화와 비교할 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만 레

이의〈이성으로의 회귀〉는 조형적 요소보다 구성상의

실험적 시도들이 두드러진다. 

1921년 바스티유의 날에 파리에 도착한 미국인 사

진작가 만 레이는 뉴욕에서 알던 마르셀 뒤샹의 소개로

파리의 다다이스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가 화에

손대게 된 계기는 1923년 차라(T. Tzara)의 주선으로

‘수염 난 심장(Le Coeur à barbe)’이라는 다다 연회에

상 할 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9 이 다다 행사는

“관객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의도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당시 다다 연회에는 관객들의 부르조아적 근성

을 공격하려는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졌고, 보다 적극적

인 관객의 반응을 보기위해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게 입구에서 호루라기를 팔며 야유를 종용하기도 했

다.10 만 레이가 만 하루 만에 완성한〈이성으로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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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스리히터, 〈리드머스 21 Rhythmus 21〉, 1921, 3분중스틸사진

그림3
만레이, 〈이성으로의회귀 Le Retour à la Raison〉, 1923, 

2분중스틸사진

그림4
만레이, 〈이성으로의회귀〉, 1923, 2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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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다다적인 우연(chance)을 수용하여 이미지에 움

직임을 부여하는 실험적 시도들로 구성되었다. 

만 레이는 레이오그라피(Rayography), 즉 청사진

의 원리를 이용하여 상을 남기는 기법을 사용하여 소금

과 압정, 못 등을 현상되지 않은 필름 위에 올려놓고 추

상적 패턴을 만들고, 이를 실제로 촬 한 회전목마의 불

빛이 만들어내는 야경과 연결시켰다그림3. 이어지는 장면

에는 그의 회화〈무용수/위험 Dancer/Danger〉(1920)

이 스모그 가운데 희미하게 들어나며그림4, 나무무늬 벽지

와 타이프라이터로 씌어진 몇 줄의 문장을 지운 검은 선

들, 모빌 장식의 움직임이 보인다. 마지막 장면의 여성

누드위에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의 패턴은, 만 레이의 사

진작업에서도 자주 보이는 네거티브 이미지로 이어지며

화는 끝이 난다그림5.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나대부분의 화관

객이 기대하는 스토리라인도 없다. 레이오그라피에 의

한 이미지나 사물, 인체는 모두‘움직임’을 통한 시간과

공간의 구성요소로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만 레이의 즉

흥적 브리콜라주(bricolage)는 추상과 레이오그라피, 실

사를 뒤섞어‘움직이는’콜라주를 완성해내었다. 첫

화의 반응에 힘을 얻은 만 레이의 두 번째 화〈에마크-

바키아〉는 관객들의 시각과 서사구조의 화를 공격하

는, 보다적극적인시도들을보여주었다.

III. 시각에 대한 도전

바스크 어(語)로‘혼자 있게 해줘’인〈에마크-바키아〉

는 은퇴한 미국인 증권브로커인 아서 휠러(Arthur

Wheeler)의 재정적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휠러는 만

레이의 화에 대한 재능을 높이 사서, 한 때 그에게

화로 전업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사람이다. 타이틀에서

화시(cinépoéme)라고 명시한 이 작품 역시 내러티

브 없이 이미지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첫 장면에는

카메라맨이 들고 있는 기계의 렌즈와 함께 거꾸로 된

사람의 눈이 오버랩된다그림6. 카메라의 렌즈가 화면 너

머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오버랩 된 눈은 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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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끝나버렸던것을회고했다. Roger Manvell, Experiment in the

Film (London: Grey Walls Press, 1949), p. 223. 비슷한 시기, 바

우하우스 출신의 건축학도 던 월터 루트만(Walter Ruttmann)의

〈오푸스 Opus I-IV〉(1921~1925 )와 오스카 휘스칭거(Oskar

Fischinger)의 실험 화 역시 추상적 이미지의 움직임을 다루었다.

어느 미술가가 최초의 추상 화를 만들었나는 본 논문의 논지가 아

니므로, 최초의추상 화에관한논쟁은이 에서다루지않을것이

다. 추상 화의효시에대한논의로는 William Morits, “Restoring the

Aesthetics of Early Abstract Films”, A Reader in Animation Studies,

pp. 221-227을참조.

9더 정확한 정황은 차라가 만 레이에게 그의 이름이 적혀있는 행사프

로그램을 내 면서 다. 프로그램에는 만 레이의 이름이 다다 화

제작자로 표기되어 있었다. Man Ray, Self Portrait. Boston:

Brown and Co., 1963, p. 260.

10 Rudolf E. Kuenzli, Dada and Surrealist Fim, p. 5.

그림5
만레이, 〈이성으로의회귀〉, 1923, 2분중스틸사진

그림6
만레이, 〈에마크-바키아Emak-Bakia〉, 1926, 16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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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인 우리를 응시하고 있

다. 훗날 러시아 아방가르드 감독 지가 베르토프

(Dziga Vertov)가〈카메라를 든 남자〉(1929)에서 대안

으로 제시하는 혁명적인‘Kino-eye’는 여기에 없다. 오

히려 카메라-눈은 기계에 의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

각이라기보다 관람자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다.

만 레이는〈이성으로의 회귀〉때 보여준 레이오그

라피 실험과 더불어 변형거울, 전기로 움직이는 턴테이

블, 갖가지 크리스탈과 램프 등을 사용하여 오브제의

움직임과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전개했다.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오브제들은 다다의 중요한 테마 던 기계 미

학(machine aesthetics)을 반 하고, 넓이 뛰기를 하는

남성을 다루는 장면은 에티엔 줄 머레이(Etienne Jules

Marey)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움직임은 역동적이라기보다 일 이는 환 으로 자리

한다. 거울에 의해 왜곡된 풍경과 빠르게 회전하는 턴

테이블은 시종일관 사물을 보는 관람객의 시선을 방해

한다그림7.

화의 말미를 장식하는 장면은 오프닝 장면의 카

메라-눈과 함께, 화를 아우르는 괄호의 역할을 한다.

만 레이의 연인이던 키키 드 몽파르나스(Kiki de

Montparnasse, 본명 Alice Prine)의 감은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고, 눈을 반복적으로 떴다 감았다 보여주는 이

장면그림8은 망막(retina)에 호소하는 미술을 지양하던

뒤샹의 시각성(visuality)에 대한 회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11 차라와 피카비아, 뒤샹, 만 레이는 비(非)

브르통 계열의 다다이스트 다. 미술의 관습과 관람자

의 시각행위에 대한 이들의 비판적 태도는 단순히 시각

성에 의존하는 미술에 대한 이들의 공통적인 회의를 나

타내고, 다다와 초현실주의 화를 다른 전위 화와 구

분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에마크-바키아〉가 보

여주는 시각에 대한 도전과 기계적 움직임은 이보다 2

년 앞선 레제의 작품〈기계적 발레〉에서도 목격된다.12

화의 가능성을 일찍이 깨달은 전위적 미술가들

중 하나 던 레제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론가 카누도의

‘제7의 예술 클럽(Club des amis du septième art)’의

일원으로 화계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의 화 경험

은 절친했던 감독 아벨 강스(Abel Gance)의〈바퀴 La

Roue〉(1922)의 제작에 관여하므로 시작되었다. 레제

는 1918년부터 그가 회화에서 추구하던 기계적 모티브

와 일관된 관점에서, 강스의 재빠른 몽타주 전환 장면

을 극찬하며“기계가 작품을 이끄는 캐릭터가 되고 주

인공이 되는”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새로운요소는거의모든부분에서무궁무진한기법으로보

여진다. 클로즈-업, 고정되거나움직이는기계의부분들은동

시성의경지에까지이르는광장한속력으로다가오며서로부

딪치고, 인간의형태에대한관심을없애버린다 […] 기계의조

형적요소는그어느것에도떨어지지않는다. 계획되고세심

하게맞추어진적절한기계적요소들은그자체로함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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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만레이, 〈에마크-바키아〉, 1926, 16분중스틸사진

그림8
만레이, 〈에마크-바키아〉, 1926, 16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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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적인것이다.13

이런 강스에 대한 비평은 실제로 작가 자신의 화〈기

계적 발레〉에도 무리 없이 적용된다. 

만 레이의〈에마크-바키아〉가 회전판과 변형거울

을 사용해 사물의 일상적 이미지를 벗어난 환 적인 움

직임을 적극 수용하 다면, 레제는 화면을 4등분하고,

진자운동과 회전을 반복하는 이미지의 움직임그림9을 통

해 음악과 보다 접하고 치 한 안무를 보여주었다.14

여기에는 화의 공동제작자로도 이름이 오르곤 하는

카메라의 더들리 머피(Dudley Murphy)의 기여도 빼

놓을 수 없다.15

1910년대 말 할리우드의 MGM사에서 화일을

시작한 머피는 1920년대 초반‘비주얼 심포니(Visual

Symphonies)’라는 회사를 차리고 악보의 음악을 적절

한 안무와 맞춰서 한 장면씩 찍어가는(frame-by-

frame)식으로 화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그의 첫

작품인〈죽음의 댄스 Dance macabre〉는 생상(Saint-

Saens)의 음악을 안무한 무용 화 다. 

레제의 다른 작업의 모티브도 적극적으로 화에

반 되었다.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의 열렬한

팬이었던 레제는 이반 골(Ivan Goll)의 책『샤플리나드

Die Chaplinade』(1920)의 일러스트를 맡고, 곧이어

〈샤를로 퀴비스트 Charlot Cubiste〉라는 애니메이션

화작업에 들어간다. 부조로 제작된 레제의〈샤를로

퀴비스트 Charlot Cubiste〉를 보면, 채플린을 닮은 모

자와 지팡이를 잡은〈기계적 발레〉의 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그림10.16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기계적 발레〉역시 단순

히 음악에 맞춘 움직이는 이미지 이상으로, 레제만의

독특한 도상들과 함께 관객의 시각에 대한 도전을 드러

낸다. 개봉에 맞춰 레제가 직접 쓴〈기계적 발레〉의 홍

보성 리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관

객의 눈과 기운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149 시각과이성에대한도전: 1920년대프랑스를중심으로본미술가들의 화

11뒤샹은 이전(아마도 고전)의 회화가 시각적이거나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기능을 담당하는, 미술가들에 의한

개념적 개입행위로 간주됐음을 상기시켰다. Marcel Duchamp in

Pierre Cabanne, Dialogues with Marcel Duchamp, trans. Ron

Padgett, New York: Viking Press, 1975, p. 43.

12만 레이는 더들리 머피가 레제를 찾기 전 자신을 먼저 찾아와 화

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처음에 만 레이는 아이디어

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머피가 화의 필름을 사

줄 것을 요청하자 거절하 다. 그러나「기계적 발레」에 등장하는

만 레이의 애인 키키의 장면을 만 레이가 사진으로 제작하여 판매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참여로 보인다. Judi Freeman, “Bridging

Purism and Surrealism: The Origins and Production of

Fernand Léger’s Ballet Mécanique”Dada and Surrealist Film,

p. 43, note 15.

13 Fernand Leger, “A Critical Essay on the Plastic Quality of Abel

Gance’s Film The Wheel”(1922) in Functions of Painting tran.

Alexandra Anderson, ed. Edward F. Fry, New York: Viking

Press, 1965, pp. 20-21.

14레제의 화면분할은 1927년 강스의 화「나폴레옹」에서 3등분된

화면과실험적카메라워크로발전된다. 위의 , p. 35 참조.

15「기계적 발레」의 제작에레제는 4명의 미국인을 거론했다. 카메라

의더들리머피(Dudley Murphy), 신인작곡가조지앤테일(George

Antheil), 시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그리고 만 레이(Man

Ray)이다. 이들 4인이「기계적발레」에기여한정도는각자의주장

에따라조금씩다르다. 레제는또다른협력자로 1924년 화사싱

크로-시네(Synchro-Ciné)를 설립한 샤를르 들라코뮨(Charles

Delacommune)을 꼽는다. 작가가 1935년 MoMA에기증한「기계

적발레」에는이회사의로고가들어있다. 공동제작가로이름을올

리기도하는머피는제작비를파운드가댔다고주장하지만, 만레이

는레제가제작비를댄것으로회고했다. Judi Freeman, “Bridging

Purism and Surrealism: The Origins and Production of

Fernand Léger’s Ballet Mécanique”, pp. 31-34.

16위의 , pp. 35-36.

그림9
페르낭레제, 〈기계적발레Ballet Mécanique〉, 1924, 11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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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붙이려 했다. 우리는 그것[ 화]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스펙타클로서의 모든 가치를 제거했다.”17

마지막 부분에 반복하여 계단을 오르는 여인을 보여주

는 장면그림11 역시 관객들을“불편하게 하고 화나는 지

경으로 몰아넣는 실험”이었다. 반복에 적절한 시간을

재기위해 레제는 노동자들과 이웃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려 8시간이나 실험을 반복했다.18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객모독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난해하고 지루한 작품

은 아마도 뒤샹의〈빈혈 시네마〉일 것이다.

〈빈혈 시네마〉는‘움직이는 회화(kinetic painting)’

라 불렸던 뒤샹과 만 레이의 합작물인 원반형 부조의

〈광학기계 Rotary Glass Plates: Precision Optics〉

(1920)에서 시작되었다그림12.19 막대 위에 올려져 회전

하는 이 원반들이 애니메이션과 실사로 촬 된 것이

〈빈혈 시네마〉이다. 이 화는 기존의 화 관습에서

볼 때, 화적이지도, 추상적이지도 않다. 상당부분 실

제의 원반 부조물을 촬 하 으므로, 에겔링이나 리히

터와 같은 추상적 패턴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한편, 실

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반이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나선

형의 패턴과, 원반과 함께 회전하며 읽히는 부조리한

문장들은 각각 시각적 환 과 언어적/사변적 공간을 만

들며 오브제의 공간을 압도한다. 

첫 장면의 제목은 거꾸로 된 V자 형태로 나눠져서

마치‘Anémic’이 거울에 비친 상인 것처럼 함께 비스

듬히‘Cinéma’를 배치하 다. 이는 관람자의‘현기

증’을 유발시키는 나선형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어진

다. 원반의 회전은 원반의 나선형 무늬가 입체적으로

앞으로 돌출되거나 끝없이 뒤로 물러나는 착시효과를

낸다그림13. 이는 화기법에 의한 속임수가 아니라 회전

150

그림10
페르낭레제, 〈샤를로퀴비스트Carlot Cubiste〉, 1922년경, 

목제부조/ 〈기계적발레〉, 1924, 11분중스틸사진

그림11
페르낭레제, 〈기계적발레〉, 1924, 11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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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효과에 의한 시각적 환 이다. 원반의 회전

과 함께 이따금씩 등장하는 부조리한 문장들을 읽으려

면, 관객들은 원반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목을 움직이며

몇몇 단어를 겨우 읽어내어 조합하여야 한다.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화는 관객에게 호의적이지 않음

을 드러낸다. 관객의 시선은 불편함을 강요받고, 이성

적인 논리구조를 벗어나는 문장은 관객의 이성을 혼란

스럽게 한다.

부조리한 문장에는“Avez-vous déjà mis la moële

de l’épée dans le poêle de l’aimée? (당신은 이미 검의

물 한부분을사랑하는사람의오븐에넣었는가?)”그림14

나“Inceste ou passion de famille à coups trop tirés (너

무 세게 두들기는 것과 함께 근친상간 혹은 가족의 열

정)”같은 성적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있다. “à coups

trop tirés”는 사실 번역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어순을 바꾸어‘tirer un coup’라 하면‘성교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trop (too much)’을 중간에 넣으

면 부조리한 의미 속에서도 뒤샹다운 재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des moustiques(모기들)”과“domestique

(집에서 기르는)”이 함께 나온 문장의 운율에서도 느낄

수 있다. 발음에 의한 이중적 의미는 화의 말미를 장

식한 뒤샹의 서명, 그의 여성적 자아인 로즈 셀라비

151 시각과이성에대한도전: 1920년대프랑스를중심으로본미술가들의 화

17 Fernand Léger, “Film by Fernand Léger and Dudley Murphy,

Musical Synchronism by George Antheil”, Little Review

(Autumn-Winter 1924-25), pp. 42-44. 위의 , p. 39 재인용.

18 Fernand Léger, “Ballet Mécanique”(ca. 1926) in Functions of

Painting, p. 51.

19 Dalia Judovitz, “Anemic Vision in Duchamp: Cinema as

Readymade”Dada and Surrealist Film, p. 50.

그림13
마르셀뒤샹, 〈빈혈시네마Anémic Cinéma〉, 1926, 6분중스틸사진

그림14
마르셀뒤샹, 〈빈혈시네마〉, 1926, 6분중스틸사진

그림12
마르셀뒤샹, 〈광학기계Rotary Glass Plates: Precision Optics〉, 1920,

유리와나무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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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Sélavy)의 발음‘Éros, C’est la vie(사랑, 그것이

인생)’에서도 나타난다. 원반의 회전과 함께 유발되는

착시로 인해 생겨나는 돌출부위와 함몰부위로 인한 환

역시 성행위를연상시킨다.20

그러나 언어가 유발하는 성적인 뉘앙스로 인하여

이 작품을 성애에 대한 풍자로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화는 회전에 의해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시각성을 관람객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현기증’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시각의 육체

화는 부조리한 문장이 야기하는 이성의 현기증과 함께,

내러티브 중심이고, 가장 시각적 자극이 큰 매체인

화를 시각과 언어를 공격하는 매체로 뒤바꾼 것이다.

망막에 호소하는 미술(retinal art)에 대한 뒤샹의 혐오

는 내러티브의 파기와 함께 관람자의 시각에 대한 직접

적인 도전으로 미술이 기반하고 있는 존재론적 조건이

었던 시각성 자체를 뒤흔들었다.21 이런 시각에 대한

공격은 만 레이와 레제, 뒤샹을 아우르며 다다 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관람객의 시

야를 방해하는 만 레이의 다다적 성향은 그의 세 번째

화인〈불가사리〉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의 다다

적 성향의 화들과 다르게 초현실주의 화로 구분되

는〈불가사리〉는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IV. 관객의 이성(reason)에 대한 도전

〈불가사리〉는 초현실주의 시인인 로베르 드노(Robert

Desnos)의 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로 제작된 것으

로 알려졌다. 화 속에 소제목으로 간간이 삽입되는

드노의 싯구로 알려진 부분은 실제로는 하나의 시에서

따온 구절이 아니라 드노의 시 몇 개와 다른 초현실주

의자들의 작품에서 일부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밝혀졌

다. 카메라 맨 부와파르(Boiffard)의 도움으로 만 레이

가 자비를 들여 제작한 이 화에는 연인이던 키키와

함께 드노, 앙드레 드 라 리비에르(André de la Rivière)

가 출현했다. 화는 기존의 내러티브 구조로 볼 때 의

례적인 소재인‘좌절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화는 회전하는 불가사리의 모습과 함께 젤라틴

필터의 희미한 화면에서 창문이 열리며 시작된다. 창

문 밖 풍경은 나란히 걷는 남녀 한 쌍. 실내의 문이 열

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남녀. 여성이 옷을 벗기 시작하

자 관객들은 곧 사랑의 행위를 기대한다그림15. 그러나

이러한 관객의 예상은 서로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남녀의 무덤덤한 반응과 함께 싱거운 이별로 끝나고 만

다. 사랑의 여정(voyage), 혹은 헤어짐(departure)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이 화의 테마로 여겨져 왔다.

특히 화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싯구들－예를 들면

“여성의 치아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라서 우리는 그

것을 오직 꿈에서나 혹은 사랑의 순간에만 보아야 한

다”는 거세공포적 요소로 해석되어 남성이 사랑의 행

위를 거부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해석되거나,22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근원적 두려움23을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방해하

는 젤라틴으로 코팅된 필터는 이 화가 범상한 러브

스토리가 아님을 암시한다.

좌절된 사랑의 행위 대신, 남성은 유리병에 넣은

불가사리를 집으로 가져온다. 화의 제목이기도 한

불가사리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네즈 헤지스(I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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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만레이, 〈불가사리 L’Étoile de mer〉, 1928, 15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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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s)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켰다. 어로는

‘starfish’, 불어로는‘바다의 별’로 표기되는 불가사리

의‘별’은 타롯(Tarot) 카드 점의 일곱 번째 카드에 해

당하는데, 이는 연금술사의 수련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

한다. 또한 여성은 연금술의‘soror mystica’로 연금술

사의 단련에서 최종단계인 내적 혼수련에 결정적으

로 필요한 요소이다. 여성의 성(性)이 남성이 완전성에

이르기 위한 여정에서 포괄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수단

으로 여겨지는 이런 연금술적인 요소는 화에 앞서

1926년 발표된 브르통의 소설〈나자 Nadja〉나〈아르

칸느 17 Arcane 17〉(1944)에도 반 되어 있는 것이

다. 심리학자 칼 융(Carl Gustav Jung)의 「연금술에

서의 어류(魚類)」에서도 불가사리를 심령 재생에 관한

신화와 연결한 적이 있다.24

이런 맥락에서 불가사리는 화 속 여성의 대체물

로, 남성(연금술사)의 심령이 재생되는 데 필요한 결정

적인 요소이다. 화 중반부에 여성이 연금술에 관한

책으로 보이는 것을 밟고 있는 장면에 나타난 불가사리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그림16.25 또한 화 속 등

장하는 정물에는 불가사리와 반쯤 벗겨진 바나나, 와인

병과 유리컵이 등장하는데, 이는 각각 여성과 남성의

성/성기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불가사리가 담겨진 유리병, 마지막 장면에 여성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 등에 등장하는 소재인 유리 또한

초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비

슷한 시기, 초현실주의의 주변부에서 활동하던 여성감

독 제르망느 뒤락(Germaine Dulac)의 화〈조개와

성직자 La Coquille et le Clergyman〉(1927)의 전반부

에도 연금술사의 작업을 하는 성직자로 보이는 남성이

유리 플라스크에 무언가를 담아내며, 계속해서 이를 깨

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브르통과 폴 엘뤼아르(Paul

Eluard)가 루이 아라공(Louis Aragon)과 함께 만든 초

현실주의 사전에서 유리(verr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할 때, 그 사람은 유

리를 집어드는 즉시 깨뜨리고 만다라는 것에서 모든 것

의 핵심을 구할 수 있다.”26 따라서 화 속 불가사리가

담겨진 유리병은 연금술사의 도구 중 하나인 유리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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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lliott Stein, “Film Notes”Avant-Garde: Experimental Cinema

of the 1920s and 30s. Kino on Video, 2005. Katrina Martin,

“Marcel Duchamp’s Anemic Cinema”Studio International

189/973 (Jan.-Feb. 1975), pp. 53-60 참조.

21미술사학자 Robert Lebel은뒤샹의‘망막에호소하는회화 retinal

painting’에대한혐오가회화를조화로운이상(the ideal)으로 통하

는 창문으로 보는 종래의 관습과 함께 부르조아 사업가의 팔걸이

의자 정도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다

고 설명한다. Robert Lebel, Marcel Duchamp, New York:

Paragraphic Books, 1959, p. 69.

22 P. Adams Sitney, “Image and Title in Avant-Garde Cinema”

October 11 (Winter 1979), p. 108와 Lauren Rabinovitz,

“Independent Journeyman: Man Ray, Dada and Surrealist

Filmmaker”Southwest Review 64 (1797), p. 371 참조.

23 Alan Thiher, The Cinematic Muse: Critical Studies in the

History of French Cinema.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79, p. 40.

24Carl Gustav Jung, “The Fish in Archemy”, Aion: Researches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trans. R. F. C. Hul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p. 126-137.

25 Inez Hedges, “Constellated Visions: Robert Desnos’s and

Man Ray’s L’Étoile de mer”in Dada and Surrealist Film, pp.

102-104 참조. 

26 Louis Aragon et. al., Dictionnaire abrégé du surrealism, Paris:

Galerie Beaux Arts, 1938, p. 29. 유리에대한논의는 Inez Hedges,

“Constellated Visions: Robert Desnos’s and Man Ray’s

L’Étoile de mer”pp. 107-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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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레이, 〈불가사리〉, 1928, 15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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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를 연상시키고, 깨어지는 유리는 여성의 배신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화 후반부의 장면은 다시 길은

걷는 남녀, 그러나 이번에는 제3의 남성(드노)이 나타

나 여성(키키)을 데려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키키의 모

습이 비춰진 거울에는“Belle(아름다운)”라는 씨가

휘갈겨 써있고, 곧이어 거울은 산산이 금이 간다. 

불완전한 여성의 사랑 대신에 별(불가사리)을 택

한 남성은 완전함에 다다랐을까? 우리는 기존의 내러

티브 화의 결말처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일견

내러티브의 구조를 따르고는 있지만, 화는 교묘하게

합리적 판단에 의한 유추나 논리적 귀결을 피해간다.

장면과 장면의 연결에는 개연성이 없고, 시구와 장면의

연관관계를 찾으려는 관객의 기대는 충족될 듯 하다가

도 늘 어긋난다. 이렇듯 기존 화에서 보이는 내러티

브의 구조를 이용한 반 내러티브적 요소는 특히 만 레

이나 달리 등 미술가들의 화에서 두드러진다. 이들과

동시대 화인 뒤락의 화〈조개와 성직자〉와 비교해

볼 때, 이런 특징은 더 선명해진다. 〈조개와 성직자〉는

나이든 남성(장군)과 젊은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성

직자) 간의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줄거리로 잔혹극

의 대가 안토넹 아르토(Antonin Artaud)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르토는 절친한 친구 던 이본느

알렌디(Yvonne Allendy)의 꿈에 착안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알려졌다.27 꿈 이미지, 오이디푸스 콤플렉

스, 무의식의 흐름 등을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이 화

는 다른 초현실주의의 화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

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의 일관성, 기존

화의 내러티브 구조를 크게 벋어나지 않는 극의 전개

등은 몇몇 장면의 비현실적 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상업 화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다.28

반면, 〈불가사리〉의 캐릭터들은 그 역할에서 일관

된 내러티브의 맥락을 벗어나 있다. 역시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이 등장하여 삼각관계를 예고하는 듯한 등장

인물 간의 갈등구조는 배우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무관

심에 의해 희석된다. 관람자의 감정이입이나 이야기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것은 배우들의 연기 뿐 아니라

화적 장면전환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예를 들어

화 중반, 침실에서 남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여성이 나

오는 장면은 느닷없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내다보는 바

깥 풍경으로 단절된다. 이는 다시 배에서 보는 항구 풍

경과 유리병에 담긴 불가사리로 이어지고“만약 꽃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면”이라는 시구와 함께 길게 누

워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불가사리=여성=꽃

이라는 관람자의 유추를 유도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상징성을 가진 모티브로 연결되는 것이지

스토리에 의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간헐적인 내러티브와 매끄럽지 못한 장면의

단절에서 오는 비논리적 연결은 화의 내러티브와 논

리적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관람객의 몰입을 방해한다.

통속적인 내러티브 화의 구조를 따라가면서도, 관람

객의 시각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는 리스(A. L. Rees)가

‘거부의 시네마(cinema of refusal)’라고 표현한 다다

와 초현실주의 화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29

한편, 〈불가사리〉의 경우, 비록 각 장면의 연결이

일관된 흐름에 의존하지 않는 비논리적 구조지만, 장면

하나 하나는 비논리적이고 꿈과 같은 비현실적 이미지

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시〈조개와 성직자〉로 돌아가 비교하면, 〈조개와 성직

자〉는 화 중 장군의 얼굴이 갈라지며 둘로 쪼개지는

장면그림17같은 초현실적(surreal)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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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제르망느뒤락, 〈조개와성직자 La Coquille et Le Clergyman〉, 1926,

31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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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불가사리」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일상적 모습

들－칼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모습은 좀 엽기적

이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이－에 기반한다. 일상적 이미지들이 논리적으로 일관

된 플롯을 탈피하여 연결될 때 나타나는 생경함이야말

로 화가 내러티브와 그것에 익숙하게 반응하는 관람

객의 이성에 대해 도전하는 전술이 된다. 

꿈 이미지 같은 비현실적 장면과 불연속적인 내러

티브로 관람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초현실주의 화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같은 해 완성된 부뉘엘과 달리의

화〈안달루시아의 개〉가 있다. 미술가가 제작에 참여

한 화 중 가장 빈번히, 그리고 널리 회자되는 화인

〈안달루시아의 개〉는 화감독 부뉘엘과 미술가 달리

의 합작품으로, 화 전반부의 크레딧에는 부뉘엘과 달

리가 공동 시나리오 작가로 표기되어 있다. 단 2주 만

에 제작된 화는 두 사람의 꿈에 바탕을 두었다고 알

려졌다.30 비록 달리는 화의 촬 마지막 날이 되어

서야 나타났지만 부뉘엘은“ 화에 우리 각각 50%씩

기여했다[…] 나는 눈을 자르는 장면과 손바닥의 개미

를, 달리는 정원장면과 칵테일 쉐이커로 만든 종을 고

안해냈다”라고 밝힌 바 있다.31 달리가 화에 얼마만

큼 기여했는가 하는 저작권(authorship)의 문제는 다

른 여러 저자들이 논쟁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겠다. 이 화의 유명한 오프닝, 즉 카메라가 보

름달을 가르는 구름을 비추고, 곧이어 여인의 눈동자가

날카로운 면도날에 의해 잘리는 장면그림18은 아르토 적

인 잔혹성이 주는 충격과 함께 이 화가 관람객의 시

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32

보통 작품의 제목은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데 반해〈안달루시아의 개〉는 제목부터 관객을 배반한

다. 화에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없다. 개도 등장하지 않는다. 화의 제목은 부

뉘엘과 달리가 당시 부뉘엘이 쓰고 있던 의 제목을 듣

고 웃음을 터뜨리며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33 화의

시퀀스 역시 감상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한다. “옛날 옛

적에(Il était une fois)”로 시작되는 도입부는“8년 후”

155 시각과이성에대한도전: 1920년대프랑스를중심으로본미술가들의 화

27 Les oeuvres complèes d’Antonin Artaud. Paris: Eds. Gallimard,

1978, p. 328; Sandy Flitterman-Lewis, “The Image and the

Spark: Dulac and Artaud Reviewed”, Dada and Surrealist Film,

p. 112에서재인용. 

28뒤락의 화는비평가에따라사이코드라마로해석되기도하고, 그

녀가빛과움직이는이미지에의한화면의조형성과음악적하모니

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면에서 루이 뒬락(Louis Dullac)

등과 함께 인상주의 화로 분류되기도 한다. 1927년 프랑스 시

네-클럽(Ciné-Club de France)에서 화가 개봉될 때와 1928년

〈위르쉴린의스튜디오 Studio des Ursulines〉의상 당시아르토

는 뒤락의 화에 대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고, 이는 화사에서 뒤

락-아르토의 논쟁으로 기록된 유명한 일화이다. 이는 어느 정도 감

독 뒤락의 화에 대한 견해에서 기인한다. 뒤락은 화적 특성을

고착된사물과달리, 일회적이고덧없는(ephemeral)것으로해석했

다. 이미지의효과에관심을두는그녀의 화는슬로우모션, 디졸

브를 사용한 꿈 이미지들과, 연기와 광선의 효과를 이용한 부드럽

고몽상적인화면을보여준다. 반면시나리오를제공했던아르토가

추구했던‘순수한 이미지’는 화적 환 이나 언어적 연상 작용과

는동떨어져독립된폭력적인효과로서“[관람자의] 눈을겨냥한충

격, 응시하는 바로 그 근원[관람자]에 기반하는 충격”을 노린 것이

었다. 그러나 화 속 장면들은 아르토가 기대했던 폭력적인 충격

의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성직자 역의 알렉스 알랭(Alex Allin)을

비롯하여장군역의루시앙바타이유(Lucien Bataille), 조르주바타

이유와 그의 부인(훗날 자크 라캉와 결혼하는) 실비아 바타이유 등

초현실주의와관련한인물들이대거출연하는이 화는비록뒤락

의 화적 이미지에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여전히 화의 크레딧에

서 자신의 이름을 빼지 않았던 아르토에 의해“최초의 초현실주의

화”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Sandy Flitterman-Lewis, “The

Image and the Spark: Dulac and Artaud Reviewed”, 위의 책.

참조. 

29 A. L. Ree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rom

the Canonical Avant-Garde to Contemporary British Practice.

London: bfi Publishing, 1999, p. 43.

30 Luis Buñuel, My Last Breath. trans. Jonathan Cape. London:

Harper Collins Books, 1983, p. 103.

31 Francisco Aranda, Luis Buñuel: A Critical Biography. trans,

David Robinson. New York: Da Capo Press, 1976, p. 60.

32그 장면이 어찌나 폭력적이었던지, 부뉘엘 자신도 장면을 보면서

구토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John Baxter, Bunuel London:

Fourth Estate Books, 1995, p. 82.

33 Francisco Aranda, Luis Buñuel: A Critical Biography, p. 59. 한

편 화학자 Jean Louis Leutrat는〈안달루시아의 개〉에 가장 빈

번히등장하는손과눈이라는요소를통해 화의주제로멜랑콜리

를 주장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제목인‘안달루시아의 개’역시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멜랑콜리〉에 등장하는 개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장 루이 뢰트라, 『 화의 환상성』김경온 외 번역, 서울: 동

문선,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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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새벽 세 시경”과“16년 전”으로 이어져“봄

(Printemps)”으로 끝난다. 화의 공간 역시 뒤죽박죽

이다. 예를 들어, 화 속 여자주인공이 남성과 다투고

거칠게 방문을 닫으며 들어선 다음 공간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복도나 건물 바깥이 아닌 바닷가이다 그림19. 유

머가 가미된 남녀의 사랑싸움 역시 일관된 플롯을 형성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삽입되는 다른 등장인물이나 장면

에 의해 단절된다. 화의 구조에 대해 부뉘엘은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유일한목적은대단히단순한것이었다. 그것이아이디

어건이미지건어떤종류의이성적설명이가능하다면그것은

배척되었다. 우리는비이성적인것에대한모든가능성을열

어놓았고, 이유를불문하고 우리를 놀라게하는 이미지만을

남겼다.34

달리 역시 화의 의도가“관람객의 정신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위한”것이며 이는 다음 장면에 대한 관람

자의 논리적 해석을 좌절시킬 때 가장 쉽게 성취된다고

밝혔다.35

논리의 인과관계를 벗어난 자유로운 무의식의 표

출은 브르통이 주장한“이성에 의해 행해지는 어떠한

통제도 없이, 모든 심미적, 윤리적 관심에서 벗어난 상

태에서 행해지는 사고의 받아쓰기”라는 초현실주의 미

학과 상당부분 일치한다.36 이에 더하여 화의 시나리

오가 두 사람의 꿈에 기초한다는 것과, 실제로 프로이

트의 애독자로 알려진 부뉘엘의 꿈의 구조에 대한 관심

은, 프로이트의『꿈의 해석』에 나오는 성(性)적 욕망의

무의식적 실현기제 중 압축(condensation)과 전위

(displacement)의 개념에 의한 화읽기를 유도한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화 속에서 눈을 면도칼로 자르는

것, 거리에 버려진 잘려진 손 등은 거세공포를, 상자에

서 꺼내는 넥타이와 잘린 손을 건드리는 막대, 모자, 여

성의 혀 등은 남성의 성기를, 그리고 손에 우 거리는

개미는 임신을, 경찰관은 성행위를 나무라는 부모로 풀

이된다.37

그러나〈안달루시아의 개〉는 현실에서 좌절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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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루이부뉘엘, 

살바토르달리, 

〈안달루시아의개

Un Chien Andalou〉,

1928, 17분중스틸사진

그림19
루이부뉘엘, 살바토르달리, 〈안달루시아의개〉, 1928, 

17분중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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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망의 대리만족인 꿈 이미지의 무작위적 나열로 그

치지 않는다. 화의 비논리적 시퀀스나 초현실적 이

미지들은 장 고달(Jean Goudal)이 말하는‘의도적 환

(conscious hallucination)’38으로 화라는 매체에서

만 가능한, 의식에 의한 무의식의 서술을 나타낸다. 이

는 곧 이성을 가지고 비이성을 표현한다는 초현실주의

문학의 난제를 이미지를 통해 극복하는 동시에, 실체

(사물)가 아닌,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화의 존재론적

특성이 가능케 하는 실재와 환 , 이성과 비이성의 무

리 없는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V. 맺음말

192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술가들이 만

든 화는 기존의 상업 화에서 중시되던 내러티브와

일상성을 배격하고, 전위 화의 효시가 되는 여러 시도

들을 선보 다. 이미지의 움직임과 함께 화가 가지

고 있는 존재론적 조건인 시간성은 미술가들에게 새로

운 조형언어를 제시했고, 이는 1920년대 전반부에 나

오는 에겔링이나 리히터의 추상 화와 레제, 만 레이,

뒤샹 등이 만든 기계적 움직임을 강조한 실험 화에서

나타난다. 

당시 프랑스 화단에 가장 전위적인 미술운동이었

던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회화, 조각 등을 중심

으로 하던 미술 매체의 다양화와 함께 전통적인 미술에

대한 시각중심의 규범적 인식을 와해시키는데 기여했

다. 또한 작품에서 미술가의 주관적 의도를 중시하던

종래의 관습에 대하여, 작품의 의미에 새롭게 관람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우연이나 무의식을 이

용하는 이런 반(反)주관적 측면은 다다와 초현실주의

를 아우르는 특성이자, 1920년대 미술가들의 화에

나타나는 요소이기도 하다. 화는 이들 전위 미술가

들에게는 기존의 미술매체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

서는 새로운 가능성이었고, 이는 기존의 상업 화와 대

척점에 서서 관람자의 시각을 방해하고 논리적 이성을

와해시키는 새로운 조형언어가 되었다. 

미술가들의 화에 나타난 이런 전위적 성격은

1920년대 레제, 만 레이, 뒤샹 등과 달리와 부뉘엘 같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람자

의 시각에 대한 공격에서 엿볼 수 있다. 플롯이 없는 추

상이미지나 오브제의 반복적 움직임과 회전, 카메라 필

터 등을 이용한 이런 의도적인 시각성의 와해는 시각예

술로서의‘보는’미술에서 시각행위 자체의 관습성을

드러내고 화적 관습의 합의된 자연주의(naturalism)

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화가 제공하는

내러티브의 논리적 전개를 부조리한 장면전환과 플롯

의 단절, 꿈 이미지 등으로 와해시키며 관객의 이성에

도전하는 초현실주의 화는 이른바“의도적 환 ”에

의한 무의식의 의식적 표출을 가능하게 하 다. 이렇

듯 1920년대 미술가들의 화를 가로지르는 관심사는

바로 관람자 다. 관람자의 규범화된 시각(normative

157 시각과이성에대한도전: 1920년대프랑스를중심으로본미술가들의 화

34 Luis Buñuel, quoted in Georges Sadoul, Dictionary of Film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103.

35 Salvador Dali quoted in Francisco Aranda, Luis Buñuel: A

Critical Biography, p. 64.

36 André Breton, Oeuvres Complètes, vol. 1. Paris: Gallimard,

1988, p. 328.

37노시훈, 「〈안달루시아의 개〉의 전복적 특성과 초현실주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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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자세한 화의 분석은 Linda Williams의 저서『욕망의 모

습들: 초현실주의 화에 대한 이론과 분석 Figures of Desi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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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는 압축과 전위 이외에도 은유(metaphor)를〈안달루시아

의 개〉를 해석하는 주요한 틀로 내세운다. 예를 들면, 도입부에서

여성의 눈을 자르는 장면과 날카로운 구름이 달을 가르는 장면은

명백한 은유의 예이다. Linda Williams, Figures of Desire: A

Theory and Analysis of Surrealist Fil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p. 53-105.

38 Jean Goudal, “Surrealism and Cinema”(1925) in The Shadow

& Its Shadow: Surrealist Writings on the Cinema. trans. ed.

Paul Hammond, San Francisco: City Light Books, 2000, pp.

84-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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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과 내러티브가 유도해내는 이성적인 추론은 이

들의 화에 의해 도전받았다. 

이들 미술가의 화가 그 전위적 성격에도 불구하

고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몰려

있고, 각각의 미술가들이 그들의 주된 작업매체로 화

를 선택하지 못한 것은 화제작에 따르는 비용과 기술

력의 확보가 어려웠던 것에 기인했다. 특히 1927년 만

들어진〈재즈 싱어 Jazz Singer〉이후 불어 닥친 유성

화의 붐은 새로운 장비와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미술가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비록

프랑스 전역에 자리한 시네-클럽(Ciné-club)을 중심으

로 실험 화의 출구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곧 헐리웃

화의 범람과 프랑스 내의 상업 화의 양적 팽창에

려 쇠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 1920년대 미술가들

의 화는 대륙과 세대를 건너 렌 라이(Len Lye)와 스

탄 브레키지(Stan Brakhage)의 추상적 화면과 무의식

의 흐름을 좇는 마야 데렌(Maya Deren)이나 케네스 앵

거(Kenneth Anger) 등과 같은 실험 화 작가들에게

감을 주었고, 작가주의 화나 60년대 이후 비디오 미

술가들의 효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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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20s’ France, the flux of ‘avant-garde cinema’ was led mainly by artists who were engaged in

the various artistic movement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se artists include Viking Eggeling,

Hans Richter, Man Ray, Marcel Duchamp, Fernand Léger, and Salvador Dali. They all experimented

with the cinematic apparatus in hopes of inventing a new visual language as part of their artistic

expression. This meant a radical break from popular conventions of narrative cinema, which they

believed stifled its potential for creative medium of visual art. 

Often termed ‘Dada and Surrealist films’, their film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 a way

that highlights the spirit of abstract painting, the first category of these films calls onto screen a series

of geometric shapes and patterns in varying motions and speeds. In Eggeling’s 〈Diagonal

Symphonie〉and Richter’s 〈Rythmus 21〉, for instance, these moving images are treated as musical

notes in an ever-changing ensemble. Aptly called as “motion pictures,” these films thus reveal an

enthusiasm of the early twentieth-century artists for exploring time as an new region of visual

experience. 

Another bolder departure from the cinematic tradition decisively took on a Dadaist direction.

Man Ray’s 〈Le Retour à la Raison〉, 〈Emak Bakia〉, Léger’s 〈Ballet Mécanique〉, and Duchamp’s

〈Anémic Cinéma〉all aimed at challenging the viewer’s vision that calls for coherence in perception.

Far from offering a clear, transparent field of vision, they continue to parade abstract patterns and

everyday gestures, and connect unrelated images at random, which gives an impression of visual

boredom and nonsense. These images even appear to deny an access to the viewer’s eye. By using

special filters and turntable effects, they render the object of viewing obscure and hallucinating.

The last category can be embodied by films such as Man Ray’s 〈L’Étoile de Mer〉, and Bunuel

and Dali’s 〈Un Chien Andalou〉. Unlike the first two, these works appear to adopt the narrative

convention of popular cinema. But a closer inspection reveals their intriguing strategies designed to

subvert the very convention. Punctuated with baffling images and abrupt cuts, their narratives

debunk the logical, linear flow of time and events. Their images are often dream-like, a gateway to

deeper layers of the unconscious, unspeakable desires and fragments of experience. 

Shared among all these 1920s’ avant-garde cinema in France is a greater role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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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ed to the viewer’s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With the influence of Dada and Surrealism

that stretched the visual threshold of art and interpretation, the 1920s’ aritsts’ films explored the new

language of cinema and the unconscious that radically departed from the conventions of cinema and

art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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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5년 뤼미에르의 작품〈뤼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 상 된 이후 1900년대 초 프

랑스뿐 아니라 미국, 독일에서 화의 발전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하우저가

『예술사회학』에서 지적하듯이 화는 통속예술의 한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술적인 발명으로 예술외적인 실험에서 시작된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트릭을 호기심으로

감상하는 형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화발전 초기부터 일반적으로 예술과 대중적인 오락의 중간단계에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화 관객은 전문가처럼 고급 예술이 지닌 특수한 기호에 익숙하지 않아도 되고 호기

심을 채워주는 통속성에 기울게 만들었다. 그러나 1910년대 말부터 화는 실험적인 도구로서

새로운 시각예술의 가능성들을 찾아내게 된다. 이를 예술 발전의 한 단계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었던 여러 실험적인 현상들과 같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당시

화의 대중화 경향의 작품도 같이 거론되어야 좀 더 화와 미술 간의 관계가 긴 하게 보여

질 것이다.

연구자가 분석하고 있는 1920년대 화 중〈움직이는 추상〉에서‘추상적인 화’, 〈시각에 대

한 도전〉에서‘다다적인 화’, 〈관객의 이성(reason)에 대한 도전〉에서‘초현실주의적인

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미술에서 분리되어지고 있는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 특성도 마찬가지로 미술사에서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을 포

함하는 동 상으로서〈움직이는 추상〉은 추상적 형상의 반복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추상

화’의 구성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다다 화’, ‘초현실주의 화’의 기존의 미술과

구분되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루이 부뉘엘의〈안달루시아의 개〉는 연구자도 거론하듯이〈불가사리〉나〈조개와 성직자〉보

다 훨씬 더 이야기의 전개가 단절되어 난해하다. 따라서 화 자체에서 작가의 의도를 읽은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 화를 분석할 때 대다수의 경우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 등장하는

질의

「â£Äì§Äúì ã£âó∏ãò Éîíìß Éõåóß: 1920ÇôßÉî ë°Öì∏â°Ö°´ åû∏â£≥ã°Öõ áõß

Ü£âûÄ́ìÉ°ã́¢ ãô∏íúì」ãò Éîíìß å£́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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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이미지를 대입시켜서 해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연속성을 지니지 않

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의 특수성은 해석하기 어렵게 남아있다. 

이는 수용자 측에서 완성시켜야하는 해석의 개연성과 관련이 있으며 화에서 제시된 하나의

표상으로부터 다른 표상으로 전환의 이해는 관객의 몫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구성을 심리학에

서 꿈의 해석처럼 자의적인 해석의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와 같은 화를 기존의 분석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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