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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신분석학은 문학이론에서와는 달리 영화이론에서는 늦게 채용되
었다. 영화이론은 1910년 무렵부터 존재해 왔지만 대체로 형식적이고
작가중심적이며 사회학적인 고려가 주류를 이루었다. 문학이론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정신분석학을 채용했으나 영화이론에서 정신
분석학은 1970년대 초에야 등장하였다. 영화가 Freud의 정신분석학과
동시대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둘 다 19세기 후반에 태동했고
둘의 발전사에는 공통점이 많다), 이것은 다소 기이하게 여겨진다. 더
구나 영화가 판타지 및 꿈과 쉽사리 연결된다는 사실도 이러한 지연
에 대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다.
영화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와 정신과학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동기를 우선으로 다루며, 꿈과
현실, 이성과 감정, 이미지와 단어의 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둘 다 현
대 사회에서 치료적으로 간주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영화를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부딪치게 되는 방법론
적인 문제는 다른 예술 전반 분야에 대한 정신분석 적용방법(Appleid
psychoanalysis)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F Baudry(1984)는 예술분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 예술작품을 아예 살아있는 환자의 증례로 취급하는 접근 방
법으로, 이 경우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성격분석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예술작품을 창작자의 자유연상으로 취급하여 창작자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예술작품을 단순히 한 정신현
상의 산물로 받아들여 인간의 공통적 심리현상을 설명하는데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 끝으로 예술작품이 추구하는 심리적 의도를 창조자
와 독자 또는 청중, 관객 사이의 관계, 예술작품의 미학적 효과에 초
점을 맞추고 그 심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영화를 분석하는 일은 좀 더 복잡한데, 그것은 영화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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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합성 때문이다.
영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은 단순히 무작위로 집합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조직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
루어낸다. 여기서 체계라는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영화는 지각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관객은
이러한 요소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에 다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형식과

양식이 어떻게 관객의 정신

활동과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영화를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
어질 수 있다. 하나는 영화-관객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초점
을 둔 것으로, 관객은 무엇 때문에 영화를 보러 오는가,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심리에는 어떤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가, 영화는 관객에
게 어떤 영향을 주며 관객은 영화의 사업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에 대
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Lacan의 이론과 기호학에 기반을 둔 Metz,
Mulvey, JL Baudry 등의 프랑스 영화이론가들이 많은 공헌을 했다.
다른 하나는 영화를 하나의 완성된 전체적 예술로 보고 그 안의 텍스
트로서의 영화 내용에 대한 분석, 특히 영화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마치 우리가 환자를 분석하듯이 분석하거나 혹은 이를 문화적 산물로
보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또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작가가 펜으
로 작품을 쓰듯이 영화감독은 카메라로 작품을 쓴다는 카메라 만년필
설에 따라 다른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작품을 통해서 창조자의 정신
을 읽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영화에서는 단순하지 않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제작과 창작과정에 절대적 통제를 하고 비슷한 주
제의 선택을 통해 쉽게 파악되는 개인적 주제의 일관성을 가질 때 부
쳐질 수 있는 작가(作家)의 칭호를 받은 일부 감독(장 르느와르, 잉그
마르 베르히만, 히치코크, 오슨 웰스 등)에게는 시도될만 하나, 영화
제작은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각색자, 감독, 촬영기사, 미술감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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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담당, 편집자, 배우 등이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화
에서 영화를 감독의 무의식의 산물로 보고 접근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조두영 1999).
`동시성(同時性)'과 시간적 요소의 공간화로서 현대예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르로 자리잡은 영화예술은 이제 하나의 언어로서 우리에
게 중요한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기능도 한다. 그리고 영화는 다른 예
술과 달리 일상적이고 즉흥적이며 서민적인 관람행위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어떤 일부 계층의 예술이 아닌 일반 대중의 예술로 자리매김
한다(Hauser 1953).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인생을 즐기
고 그들의 불안과 대적하며 자신과 그들이 속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여기서는 영화예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통해서 영화현상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학적 영화이론을 히치코크
의 영화에 적용하여 영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술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처럼 여기서 분
석해야 할 대상인 영화는 뒤로 남겨놓은 채 분석적 관념만을 따라가
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Ⅱ. 보는 행위로서의 영화

영화를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데 그것은 정통정신분석이론과 Lacan 이론이다. 영화와 관객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기호학과 Lacan 이론에 토대를 둔
Metz같은 프랑스 영화이론가가 주류를 이룬다. Lacan 이론은 이미
정통정신분석이론에서는 제외된 이론이지만, 영화이론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많은 면에서 아직 유효하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론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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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여기서 간략히 그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Lacan(1977)에 따르면 인간의 주체성, 무의식, 언어는 모두 내적으
로 연관되어 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며 주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다. 아이의 발달에 대한 Lacan의 설명에는 세
가지 결정적 국면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거울단계(mirror-stage, 자아
에 대한 감각의 획득과정), fort-da 게임(언어로의 진입과정), 그리고
oedipus complex(사회의 법으로의 복속(服屬) 과정) 이다.
거울단계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발생하며 아이가 자신과
세계의 차이를 알게되는 최초의 계기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거울 앞
으로 안아 올릴 때 아이는 거울에 반사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을 어머니의 신체와 동일화하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비통일성과 운동성의 결핍에 대비되는 완벽성과 통일성을
지닌 그 이미지에 환희하며 자신을 이상화한다. 그러나 자신과 어머
니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이러한 대양감(大洋感-oceanic feeling)에
기초를 둔 나르시즘적 이상화는 신기루일 뿐이다. 거울 속의 이상적
이미지는 어머니(他者)에 의해 안아 올려져 보이는 이미지이다. `저것
이 나다'라는 발언은 거울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서
확증된다. 그러므로 아이는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인지(어머니가 원
하는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울단계의 동일화는 자신의 나르시즘적 이상화에 대한 오인뿐 아니
라 전형적으로 다른 무엇, 다른 장소에 의해 재가된다는 점에서 소외
를 수반한다. 즉 아이는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열되는 것
이다. 거울이 제공하는 허구적 통일성 속에서 존재내 결핍을 보상하
려 하면서 아이는 또 다른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보통 거울단계는
상상계(the Imaginary)가 발생하는 국면으로 이해된다.
fort-da는 아이가 실타래를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놀 때 내는 소리
이다. Freud(1915)는 이를 아이가 어머니의 부재(不在)를 경험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은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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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기서 Lacan은 이 놀이는 아이가 언어로 진입하는 것을 표현
한다고 제안한다. 'da'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부재와 그 부재를 제
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실타래는 어머니의 상징으로 그
는 아이가 상실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 그리고 어머니의 도래
와 떠남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에 호소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
러나 언어는 헤겔의 말처럼 사물의 살해자로서 어떤 재현도 그것이
재현하는 재현 대상에 적합할 수 없다. 언어로 들어간다는 것은 욕망
의 탄생(아이는 그 욕망을 인지한다)과 욕망의 억압 둘 다를 의미한
다. 언어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
지만 또한 욕망이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결핍
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옮아가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세 번째 구성
계기는 oedipus complex 시기이다.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서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 남자 아이가 어머니
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들어와 가부장제의
법을 강요한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이 터부는 언어적으로 강요되며
Lacan은 이를 `아버지의 법'(Law of the Father)로 정의했다. 언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법은 상징계(the Symbolic)의 질서
이다(Lapsley와 Westlake 1988).
Lacan 이론이 영화이론에 주로 도입되고 있는 부분은 거울단계, 상
상계, 상징계, 결핍(부재)과 봉합(suture)의 개념 등이다. 그러나 영화
에 관한 Lacan의 이론은 난해한 구석이 많고, Lacan 자신조차 용어의
사용이 일관되지 않아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인지 기능이 아
직 발달되지 못한 아이의 심리 세계를 어른의 관념적 사고에서 접근
한 환원적 요소가 많고, 우리의 무의식에 들끓고 있는 많은 욕동과
충동들을 지식화(intellectualization)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언어체

계로 묶어 놓음으로써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히려 멀
어지게 하여 정신분석내에서 그가 강조했던 결핍의 상태를 초래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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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영화는 때로 상상의 기술(technique of imaginary)이라 부른다. 그
기술은 한 편으로는 역사적 시대(자본주의)와 산업문명의 사회에 나
타나는 독특한 것이다.

Metz(1982)는 영화는 세 가지 장치

(machines)에 의해 지원 받는 제도라 하였는데, 하나는 영화를 제작
하는 장치이고, 둘째는 영화를 소비하는 장치이며 이 둘은 산업으로
서의 영화를 만든다. 그것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영화티켓으로
판매되어 기초 투자수익을 제공하여 영화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영화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평가하는 장치로서, 관
객들로 하여금 영화를 `좋은 대상'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러한 대상

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Metz에 따르면 영화적 기표(signifier)는 녹음된 지각상(perceptual
image)으로, 영화는 연극이나 오페라와 달리 관객과 동일 시공간에
있는 지각대상을 제공하지 않고 부재(不在)하는 것의 이미지와 녹음
을 제공한다. 여기서 영화와 예술작품의 관람행위의 차이점이 발생한
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느끼지만 그것은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부

재(不在)하는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화는 허구영화(fiction
film)이다. 영화만의 독특한 성격은 이러한 필연적으로 상상적이며 부
재(不在)한다는 속성에 있다. 영화적 기표 자체가 상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특징적으로 관객을 부재(不在)와 현존(現存)의 유희
로 이끌며 그 전형은 거울단계(mirror stage)에서 느꼈던 자아의 이상
화와 대양감(大洋感)이다. 기록된 것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필름은
거울과 같다. 그러나 그 거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울
이다. 관객은 거울단계의 자아이미지 발견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스크
린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극중의 인물이나 스타와 자신을 나르시시즘
적으로 동일시한다(Mulvey 1975).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는 관객에게
영화의 쾌락 중 하나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이차적 동일화일 뿐이다.
영화에서의 기본적인 일차적 동일화는 관객이 `모든 것을 보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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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화에는 지배(통제)의
심리와 관음적 욕동(scopic drive)이 작용한다. JL Baudry(1986)는 관
객이 극중 인물과 카메라와 동일시하는 과정 동안 무의식의 심층부의
작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하였다. 화면 위의 허깨비 같은 이미지, 영화
관의 암흑상태, 관객의 수동적 부동 상태, 주변 소음과 일상적 압박으
로부터 차단된 모태(母胎)와도 같은 상태, 이 모든 것들은 꿈에서와
같은 퇴행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는 영화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목적, 즉 정신발달의 초기 상태
로 되돌아가려는 퇴행적 욕망을 물질적인 것으로 실현시킨 것이라 설
명했다. 영화가 만들어 내는 상대적 나르시시즘적 상태 속에서는 송
두리째 의식을 사로잡는 가상 체험적 현실을 통해 욕망이 충족되며,
체험자의 육체와 외부 세계간의, 그리고 자아와 비자아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즉 초기의 거울단계의 재 경험이다.
영화를 보는 중에 관객은 그들이 보는 것이 단지 상상적인 것임을
의식하며, 따라서 스크린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위협받지 않
는다. 그래서 관객은 자신이 스크린에 부재(不在)한다는 사실, 스크린
외부에서 모든 것을 보는 지배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 또한 관객은 자신이 객석에서 보고 듣는 주체로서 존재하며 자신
이 없다면 영화의 의미가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관객을 자신의 보고 듣는 행위와 동일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은 Ellis(1982)의 영화기구와의 동일화는 순수한 인지적
존재로서의 자기 환상을 수반한다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관
객은 카메라가 되는 것이다. 영화기구와 관객의 동질성은 스크린에
영사되는 원뿔형의 빛에도 해당되는데 그것은 시각(vision)이 서치라
이트의 빛처럼 보고자 하는 영역을 조명한다는 생각과도 일치한다.
즉 능동성의 측면에서 카메라의 수상장치와 영사기와 보고자 하는 의
도에 따라 움직이는 눈길이, 그리고 수동성의 측면에서는 감광유제와
스크린과 망막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동일화에 의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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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全知-omnipotency)와

전시(全視-omnivision)가

가능해진다(Metz

1982).
또한 영화는 우리의 관음적 욕동을 충족시켜준다. Metz(1982)는 관
음적 욕동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욕구의 결핍된 측면을 설명한다.
Metz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마
련이다. 인간은 존재론적 결핍을 경험하며, 우리의 욕구는 욕구로 살
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다 채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간극(間隙-gap)
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허기진 욕구는 끊임없이 대상을 찾
아 헤멘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는 실제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상의 대치물인 상상의 대상(imaginary object)-잃어버린 대상,
그러나 항상 충족되길 열망하는 대상-을 추구하게 된다. 영화가 의존
하는 두 가지 충동은 보려는 욕망과 들으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그것
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된 대상을 끝없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각각의 대상으로부터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만 한다는 점에서 결핍에 더욱 크게 의존한다. 구강 및 항문과 관련
된 충동들은 어느 정도 충동의 원천과 목표가 합쳐 섞여져 있지만,
시각과 청각의 충동은 신체와 대상 사이의 간극(間隙)을 요구한다. 이
러한 거리두기는 그림, 조각, 음악, 연극 등 주요 예술의 분석상의 특
징이지만 시각적 충동을 기준으로 영화를 구별짓는 것은 거리보다는
실제 대상의 부재(不在)이다. 또한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의 다양한 특
성이 관음증의 충족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 관객은 밝은 스크
린 앞 어둠 속에 앉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열쇠 구멍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다수 관객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개인은 본질
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남는다. 또 연기자는 관객을 모른다. 마지막으
로 영화는 닫혀있고 동시에 분명히 접근 불가능한 장소에서 펼쳐진
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영화를 `원초경'(primal scene)을 보는 것과
같은 금지된 것이 가지는 특징적 성격들을 갖도록 한다.
Lacan 정신분석이론에 기반을 둔 영화 기호학자들은 주로 관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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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어떻게 경험하는 가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왔다. 영화는 시각
적 쾌락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특히 -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이 - 여성의 육체를 구경거리로 악용하여 왔다. Mulvey(1975)는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에서 카메라의 시선을 가부장
적이고, 관음증적이며 가학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관음증에서는 여성
이 환상의 대상이 되나 여성의 이미지는 성차(性差)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거세공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 되고 만다. 따
라서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관음증적 측면을 가학증과 중첩시켜 여
성을 통제하려 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을 물건애화(fetish)시켜 여성이
거세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려 하며 이를 통해 성차(性差)에 따르는 거
세의 위협을 제한하려 한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필름 누와르
(film noir)이며 이러한 영화에서는 판에 박힌 여성 묘사와 여성에 대
한 내러티브 상의 처벌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Mulvey의 이론은 페미니즘 영화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이후
이에 대한 여러 반대 이론들과 부딪치며 정신분석적 개념을 영화 이
해에 도입하는데 한층 더 공헌을 하게 된다.
관객의 영화 관람 행위를 설명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1970년대
Oudart(1977)에 의해 봉합(suture)의 개념이 영화에 도입되었다. 일반
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봉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하나의 영
화적 이미지를 만나는 관객은 아이가 거울단계에서 느꼈던 희열과 거
의 똑같은 환호를 맛본다. 이 이미지는 거울단계에서 아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완전하고도 통일돼 있는 듯한 이미지로 비추어진다. 관객
은 처음에는 그 이미지와의 상상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이상화된 이미지이며 따라서 관객은 실재하지 않
는 속임수에 늘 매혹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Lacan의 이론에
서처럼 상상계와 상징계는 늘 공존한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의 안락
한 상상적

관계는 관객이 이미지의 프레임을 깨닫게 되면서, 즉 스

크린 밖 공간과 부재(不在), 부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스크린 밖 등을

- 58 -

인식하게 되면서 위태로워진다. 영화 이미지는 더 이상 순수하게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이미지는 자
신인 인공적인 산물, 환영이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
로써 영화가 더 이상의 거울단계의 완전하고 통일된 이상적 모습이
아니라는 걸 폭로하려고 위협한다. 영화가 스스로를 어떻게 의미화하
는지 그 절차가 폭로되는 것을 막고 관객을 환영 속으로 다시 봉합하
는 것, 즉 이미지와 상상적 통일을 느꼈던 앞의 장면으로 되돌려 놓
는 것은 바로 역앵글 숏이다. 여기에 이용되는 장치가 바로 숏/역앵
글 숏(shot/reverse shot) 체계이다. 그 체계에서 두 번째 숏은 첫 번
째 숏을 극중 등장 인물의 시선의 영역으로 보이게 한다. 즉 프레임
밖의 부재(不在)는 두 번째 숏이 점령함으로써 숏/역앵글 숏은 이미
지와 관객의 최초의 관계 속에서의 균열을 봉합하고 관객을 편안하게
영화속의 상상적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즉 상상계와 상징
계를 봉합하는 것이다.
프랑스 영화 기호학자들의 Lacan 이론에 기반을 둔 영화 해석은
영화와 관음증, 영화와 페티시즘, 영화와 상상계 및 상징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정신분석적 영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Lacan 이론에서 보이는 언어상의 난해성과 일관성의 결여 외에도
이러한 접근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그것은 관객과 스크
린의 관계를 일방적인 것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관객의 반응을 설명하
지 못하였으며, 둘째, 항상 남성적인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보았다는
점이며, 셋째, 그들의 이론에 영화텍스트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
론을 전개하여 나갔다는 데 있었다(Hayward 1996).

- 59 -

Ⅲ. 보는 대상으로서의 영화

정통정신분석 이론을 통한 영화에 대한 이해는 거의 영화와 꿈의
유사성과 영화 보기 행위가 가지는 관음증(voyeurism, scopophilia)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관음증이 보고자 하는 원초경(primal
scene)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대상상실과 구강적 요소를 영화 현
상과 연결한다.
초기 초현실주의 영화제작자들은 인간의 무의식에서 꿈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편집(cutting)'과정이 근본적으
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꿈의 공장'(Ehrenberg
1931)이라 불린다. Bertolucci 감독은 `영화란 꿈의 방(dream room)에
서 생생한 자료들이 섞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말했고, 무의식이
그리이스 시대의 운명의 개념을 현대 언어로 말한 것이라면 그의 무
의식은 그의 영화의 운명이라고 말했다(Kline 1987). 꿈이 소원충족적
인 것처럼 영화도 소원충족적이다. 영화는 정신의 욕망을 재현한다.
스크린은 우리가 가진 판타지와 욕망들, 즉 우리의 무의식을 투사하
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영화를 `꿈의 스크린(dream screen)'이라 부
르기도 한다. 결국 스타와 해피 엔딩을 동원하고 Eros와 Thanatos를
끊임없이 정교화 하여 활용하는 할리우드 영화는 영화가 환상을 담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된다. 그리고 영화는 영화 제작
자의 무의식 뿐 아니라 영화를 보는 동시대 사람들의 무의식을 반영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꿈이기도 하다.
Kline(1987)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꿈작업(dream work)과 유
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화작업(film work)이란 용어를 제안했다.
즉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 작업에서는 무의식적 내용물들이 일차
사고과정(primary process thinking - 추상적 사고의 구체적 묘사,
visual representation)과 전치(displacement), 농축(condensation),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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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symbolization)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Pratt 1943).
영화작업 자체가 갖는 이러한 꿈의 성질 외에도 영화관람 행위가 갖
는 꿈꾸는 듯한 현상도 영화와 꿈을 비유하는데 한 몫 하게 된다.
영화를 보는 관객의 조건이 꿈이나 백일몽 혹은 환상에 젖은 사람의
조건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생각이다. 관객은 어둠 속에 편
안히 앉아서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시공을 초월한 화면에 펼쳐지는
드라마의 전지전능한 증인이 된다. 그의 행동은 의자 안으로 제약을
받지만 그의 정신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관객의 외
부 세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눈앞의 시각과 청각의 영역에 제한
되게 되며, 묘사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현실 판단력도 감소되고 그
이야기의 정신적 속도감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자아가
자기애적 퇴행을 하는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1차 과정으로의 퇴행을
가져오고 이러한 것들이 꿈꾸는 사람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Ellis(1982)가 기술한 것처럼 영화 이미지와 사운드는 자
아의 정상적 판단 기준이 일정 정도(수면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정지
한 상황에서 수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사실성(plausibility)에 관한 기대 수준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꿈꾸는 상태와 영화 관람 행위 사이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꿈꾸는 사람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
을 모르고 있는 반면, 영화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영화를 보고 있다
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다. 영화는 끊임없이 지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인 욕구가 완전히 퇴행적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꿈속에서는 현실의 환영인 것이 영화 속에서는 단지 현실의
느낌으로 남게 된다. 영화가 꿈과 다른 또 다른 점은 자극이 오는 위
치이다. 꿈에서는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의 욕동들이 자극이 되어
꿈작업을 거쳐 지각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외부세계의 자극들이 지각-의식체계(perception-consciousness)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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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식과 무의식의 기억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영화 텍스트 내용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내용은 꿈보다는
더 논리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다. 그것은 아무리 환상적이고 초자연적
이며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그것은 다른 논리 즉, 장르
의 논리나 영화제작사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논
리적이다(Metz 1982).
영화행위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관음증에 대한 설명이다. 영화는
무엇인가를 들여다 보는 작업이다. 영화가 언어이고 문학텍스트로서
의 기능도 한다면 책을 읽는 행위와 영화를 보는 행위의 차이점은 무
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매채-즉 글과 영상-의 차이 이
외에 관람객들의 위치설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작업은 이차적 정신기능에 속한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지적인 정신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더 적극적인 위치에
서 상상하고 생각하게끔 한다. 그러나 영상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
과 소리로서 보고 듣는 일차 감각기관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보고
듣는 기능은 일차적 정신기능으로서 주체로 하여금 수동적인 입장에
위치하게 한다. 그것은 생각 이전의 단계로 보고 듣는 사람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수동적인
작업이다. 더구나 영화 관람행위가 가지는 자기애적인 퇴행효과는 영
화 화면과의 합일(merging)을 유도하며 생각보다는 느낌과 정서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어둠 속에서 꼼짝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호기심과 어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아주 어릴 때의 어떤 무의식적 기
억을 자극한다. Melanie Klein(1929)은 연극이나 콘서트 같이 뭔가 듣
고 볼 것이 있는 작품은 드리워진 침대 커튼 뒤에서 혹은 침대 옆에
서 부모의 성교장면을 듣고 보았던 기억이나 그것과 관련된 판타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Edelheit(1974)는 원초경(primal scene)이 가지
는 신화 창조적 능력을 언급하면서, 원초경은 오이디프스 시기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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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을 드러내는 시기 이전 단계의 경험으로 오이디프스 시기의 형태를
결정하며 그것이 어떻게 퇴행적 경향에 의해 왜곡되는 가를 설명하는
틀을 만들어준다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동기적(motivational)인 것보
다 구조적(structural)인 것을 강조하며, 이전까지 문화적 현상에 이러
한 개념을 적용할 때 무의식적 동기 외의 다른 요소도 있음을 환기시
켰다.
영화 필름이 원초경의 등가물(等價物)임을 예시하는 다섯 가지 범
주의 내용이 있다. 그것은 성과 위험을 연결시키는 것, 결국 비밀을
밝혀내게 되는 플롯, 질투와 배반 그리고 버림받음의 감정, 때때로 증
인으로서 모호한 제 삼자가 있게 되는 것, 부동성(immobility)과 움직
임(motion)의 상호작용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상과학영화,
전쟁 드라마, 사랑 이야기, 역사적 사건들, 공포물 등은 모두 원초경
에 입각해서 해석될 수 있고, 카메라는 원초경을 들여다보는 관찰자
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Dervin 1985).
그러나 Esman이 경고한 것처럼 원초경에 너무 많은 것을 돌리려는
것은 위험하며, 한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 것
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꿈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징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과 심각한 제한
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염두에 둔다 해도 영화는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
데 하나인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품목을 만
들었다. 성적 욕구의 만족은 영화 산업의 운명에 있어서 단지 부수적
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을 이룬다. 영화는 집단 의식의 근원지 가
까이에 존재하면서도 개인적 자아의 심층 영역을 건드린다.

영화를

본다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관음증적 측면이 강하
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노출증적 요소도 같이 갖고 있다. `팬'은 일반
적으로 자기과시적(exhibitionistic)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관찰하는
대상인 영화 스타처럼 되기를 원한다. 원초경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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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은

그들이 보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특히 영화 기법 중의 하나

인 클로즈-업은 이러한 동일시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것은 일반적으
로 말하는 스타와의 동일시적 요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 감정이입적 이해, 즉 그 경험을 안에서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불
러 일으킨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우선 확대된 화
면에 세밀히 묘사되고 있는 스타의 얼굴 표정을 관객이 모방할 수 있
는 기회를 높혀준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행위를 보고자 하는 욕구 뒤에 있는 동성애적인 측면에서 감정이입의
과정을 거쳐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자극한다는 것이
다(Pratt 1943).
Fenichel(1935)은 보는 것의 즐거움에 내포되어 있는 구강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화를 보는 행위에는 눈을 통해 합일화(incorporation)하려는 요소가 있음을 - 즉 스크린 위에 보이는 것을 눈으로 집
어삼킨다는 - 지적했다. 그러나 `보는 것'의 의미는 각 발달 단계마다
의 특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구강-함입적 동기(oral-incorporative
motive)가 보는 것으로 전치 되었을 때는 그는 눈으로 물건을 먹어
삼킨다는 의미가 되고, 항문-가학적 동기(anal-sadistic motive)는
“살인적 시선으로 전치 되며, 남근기적 동기(phallic motive)는 관
통하는 시선"으로 전치되어, 어떤 발달 단계에 고착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김혜남 1998).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서 팝콘이나 콜라 등을 먹는다. 분명 영화 관람 행위에는 구강적 요
소가 많다. 이러한 구강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에는 영화 관람 행위
에 있는 꿈꾸는 듯한 요소도 한 몫 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꿈꾸는
듯한 상태로 자기애적 퇴행을 하는 것은 고대적 구강 경험(archaic
oral experience)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또 한가지 중요한 관점은 관음증과 대상 상실
과의 관계이다. 아동기 기억의 회복에 관한 논문에서

Kris(1956)는

관음증적 충동은 구강 욕구가 전치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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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가 우울증의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은 `탐색하는 시선'의 눈빛을
보이며 어머니와의 시선 접촉이 중요함을 설명한 것과, 젖을 먹을 때
아이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 쳐다본다는 Spitz의 관찰 사실로부터,
구강적 함일화와 시각적 합일화는 같은 상황 안에서 자라나며 이 둘
은 정상적으로 합친다는 가설을 끄집어냈다. 탐색하는 시선은 흔히
환자의 분석 말기에 있어서 어머니의 젖가슴과 연결되게 되며 구강적
욕구에 의해 영향받고 채색되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Allen(1967)은
어머니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없었을 경우 강한 노출증과 관음증적
경향을 보임을 보고했고, Gabbard(1989)는 관음증적 경향을 보이는
환자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 환자가 관
찰자로 고착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보고했다. 즉 구강성과
대상 상실의 두려움, 관음증적 충동이 서로 연결 되는 것에는 대상과
시선 접촉을 유지하려는 보상적 욕구가 작용하고 있음이다(Almansi
1979). 영화 보기가 의미하는 관음증적 측면의 대상상실 경험은 바로
원초경의 경험에서 유래한다. 원초경은 그 장면이 가져다주는 충격과
흥분 외에, 자신은 그 장면에서 소외되었다는 고립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거기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서 느끼는 좌절과 제외되었다는 외로
움, 이러한 요소들이 원초경 보기의 반복강박을 불러 일으킨다.
정신분석적 영화비평은 위에서 언급한 영화 자체의 의미나 영화를
보는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분석하기보다는 영화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 속의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의 동기를 규명하는 것
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 영화 감독의 개인사가 영화 내에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가를 영화감독의 무의식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들, 그리
고 영화의 장르에 숨어 있는 심리현상을 규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이룬다(조두영 1997).
영화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으로, 분석 렌즈를 통해 들여다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무의식의 산물들이 서로 얽혀 하나
의 시-공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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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등장 인물과 그들의 삶을 분석한다. 그
러한 분석 방법에는 영화의 인물들이 마치 환자나 실제 인물인 것처
럼 분석하여 그들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그들의 심리상태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Gabbard(1999)가 ‘All that Jazz' 의 분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러티브의 구조 안에서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며, 어떻게 등장 인물의 나르시즘이 분열된 이미지로 표현되었
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내러티브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의 이야기 줄거리의 관심분야의 변화이다. 근래의 영화들
에서는 오이디프스 시기의 갈등보다는 오이디프스 이전 시기의 발달
학적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가 늘고 있고, M Klein의 죽음의 본능과
공격성과 이의 투사에 따른 paranoid-schizoid position을 멋지게 보
여주는 분석 텍스트가 되는 에일리언 시리즈(Gabbard 1999), 그리고
Otto Rank의 ‘출생의 충격(birth trauma)’을 주제로 하며, 어머니의
자궁같은 환상적인 표상의 세계에서 거짓-자아(false-self)를 가지고 착
취당하고 조정당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된-자아(true-self)을 찾
아 독립된 개체로 살 것이냐 하는 주제를 던지는 매트릭스같은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이제 관심의 관점이 아주 어릴 때의 문제로 옮아
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사
회 전체의 퇴행적 경향과 더불어, 요즘의 분석 대상 환자의 군이 오
이디프스 시기의 문제를 주로 보이는 히스테리 환자 군에서 이전 단
계의 문제가 주로 되는 경계성 환자나 자기애적 환자 군이 늘어나는
추세와도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그러나 모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분석할 때도 역전이의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역전의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
게 하는 것은 영화가 가지는 능력,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을 스
크린

밖으로

밀어내어

관객에게

주입시키는

능력

때문이다.

Frank(1995)는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는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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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의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영화는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
이다. 영화는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그것이 제작되고 상영되는 동
시대의 관객이나 사회적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끊임없이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한다. 모든 예술은 환영주의(illusionism)와 자기
반영성(reflexivity)사이의 영원한 긴장관계를 통해 발달해 왔으며, 영
화 또한 세계를 향한 창으로 끊임없이 자기 반영성을 갖는다
(Stam 1992).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분석할 때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Ⅳ. 알프레드 히치코크 영화에 나타난 영화 및
영화 관람의 본질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영화에서 감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일
은 영화제작의 특성상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고 때론 의미 없는 일이
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에서 일관된 스타일을 볼 수 있거나 영화제작
과정 전반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 일부 ‘작가’의 칭호를 받은 감
독의 영화에는 분명 그들의 무의식과 일대기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
한 감독 중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알프레드 히치코크이다. 히치코크
는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나 카톨릭 교육을 받았다. 광고회사를 거쳐
영국 영화 산업의 초창기에 영화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1927년 첫 작
품 ‘하숙생’을 연출한 이래 50년 이상의 연출 생활 동안 영국에서 23
편, 그리고 미국에서 30편의 영화를 감독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빅토
리아 시대풍의 교육을 받은 영국 상인 가정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편지라든가 일기장 또는 메모와 같은 개인적
인 문서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평생 자기 자신에 관하여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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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기를 두려워했던 그의 성격은 “나는 나의 현재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히치코크는 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
의 영화가 관음증을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
실과 대조적으로 매우 흥미롭다. 아동기 때 그는 형제들과도 어울리
지 않았고 항상 혼자였으며 말없이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유심히 바
라보고 관찰할 뿐이었다. 그는 항상 혼자 놀았고 스스로 혼자의 놀이
를 만들어내곤 했다. 히치코크는 모든 집안 일에 결정권을 가진 어머
니에 의해 응석받이 외동아들처럼 자랐고, 자녀들보다는 사업에 더
몰두했던 약간은 다혈질이었던 아버지에 의해서는 엄하게 교육을 받
았다.
히치코크는 자기를 엄습했던 불안,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
같은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가 평생 동안 화젯거리로

삼았던 한 일화가 있다. 그것은 히치코크가 여섯 살 때의 일로서, 그
는 혼자 버스를 타고 런던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무척 좋
아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한 버스 종점에서 차비가 떨어져 집까지
걸어서 가는 바람에 밤 아홉 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열어 준 후 파출소에 가서 경관에게 쪽지를 전하라고 심
부름을 보냈다. 쪽지를 읽은 경관은 그를 말없이 5분간 감옥에 가두
었다. 그 경관은 어린 히치코크에게 ‘못된 아이는 이렇게 벌받지’라고
말했다. 이 일화는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경찰관과 감옥에 대한 히치
코크의 공포를 설명하는 데 인용된다(Jendricke 1993).
종종 예술가의 어린 시절의 충격적 기억들은 이후 예술가의 작업의
주된 주제가 된다. 이것은 놀이(play)와 재상연(reenactment)이라는 무
의식적 기전을 통해 그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며, 예술가는 자신의 경
험을 재창조함으로서 관객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공포를 느끼게 한다.
히치코크의 어릴 때의 이 기억은 후의 그의 작업의 반복되는 중요한
두 모티브가 되는데, 그것은 감옥과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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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은

그대로 나타나는 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는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불려 세워지는 것조차 싫어서 자기 차의 운전대를 잡는 일마저 꺼렸
다고 한다. 이 ‘잘못된 남자’(the wrong man plot)란 주제는 그의 영
화의 가장 흔한 이야기가 된다. ‘39 계단’(1935)에서는 죄 없는 젊은
남자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목으로 경찰에 쫓기며, ‘젊음과 무
죄’(1937)에서 주인공은 살인범에게도 쫓기면서 그의 여자 친구의 아
버지인 경찰 서장에게 체포당한다. 그 외 비슷한 모티브를 보여주는
영화로서 파괴 공작원(1942), 고백(1952), 다이얼 M을 돌려라(1953),
도둑 잡기(1955), 기차에서 만난 타인(1951),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1959), 광란(1972) 등의 영화가 있다(Terr 1987).
히치코크가 종종 얘기했던 또 다른 두려움의 경험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곤 했다. “두려움... 그것은 나의 삶과 직업
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살 혹은 다섯 살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일
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시간은 일주일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님이 일하
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잠자리에 눕히고 하이드 파크
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쩌다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를 열심히 불렀죠. 물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내 주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떨면서 일어나 텅 비고 어두운 집안을 헤매
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차가운 고기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죠. 나는 눈물이 마르는 동안 슬픔을 달래면
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후 그는 어둠을 두려워했고 찬 고기는 절
대로 먹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이후 음식은 그의 버림받는 느낌을
달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는 항상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

를 찾았다. 그의 여배우 중의 한 명은 “그의 음식에 대한 관계는 거
의 성적(性的)인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했
고 항상 비만했는데, 그의 구강적 욕구는 강력한 가학적 환상과 동반
되어 영화에 반영되었다. 히치코크의 영화에서는 음식이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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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데 종종 그것은 성과 폭력으로 연결된다. 올가미(1948)에서는
시체가 들은 궤짝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
기도 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히치코크의 기억은 차폐기억(遮蔽記億
-screen memory)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은 그의 어
머니와의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히치코크는 어머니에 대해서
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침묵을 통해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향
한 그의 열망, 그의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의 어머니가 얼마
나 그의 인생을 지배했는가에 대한 비밀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어머
니와 살았을 때 매 저녁마다 어머니 침대 머리에 앉아서 하루 일과에
대해 상세히 대답했었다. 히치코크와 그의 부인 알마의 관계는 그와
어머니와의 관계와 비슷했다. 그는 부인을 두려워했고, 그녀를 존중하
고 존경했고 일에 있어서도 부인의 판단에 많이 의존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여자에 대해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 이를
잔인한 조크나 행동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히치코크는 차가운 느
낌의 금발 여배우를 좋아했는데, 그의 많은 영화에는 머리를 뒤로 단
정히 빗어넘기고 회색빛 정장차림을 한 여배우가 종종 등장한다. 그
러나 히치코크의 말을 빌자면 그러한 단정된 모습 뒤에 숨어있고 가
장되어 있는 성적이고 육감적이며 뭔가 복잡한 듯한 인물들이 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흥분하게 하는 것으로,

‘여성

은 서스펜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대표적인 여배우들로는
현기증(1957)의 킴 노박, 이창(1954)의 그레이스 켈리, 싸이코(1960)의
베라 마일스, 오명(1946)의 잉그리드 버그만, 새(1963)의 티피 헬렌 등
이 있다. 특히 새와 싸이코에서는 각각 박제된 새와 사람을 공격하고
파먹는 새가 나온다. 여기서의 새는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남근을 가
진 어머니(Phallic mother)의 이미지로서, 그의 여성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의 일종의 투사적 동일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에 의해
지배받는 인물의 성격은 그의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등장인
물이 나오는 영화로는 오명(1946), 의혹의 그림자(1943), 기차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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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타인(1951),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 싸이코(1960) 등을 들
수 있다.
히치코크의 이창(Rear window)은 영화 및 영화 관람의 본질에 대
한 뛰어난 영화 에세이다.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배경
으로 한 이창은 보도 사진작가인 제프리스(제임스 스튜어트)의 나흘
동안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는 사진 촬영 중 다쳐서 왼쪽 다리 전체
에 기브스를 하고 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뒷창을 통해 맞은 편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을 관찰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두 개의 측면 건
물에는 낙담해서 술을 마시는 독신 작곡가, 신혼부부, 비상구에서 자
는 남녀, 지붕에서 일광욕을 하는 두 여자, 새를 키우는 여자 등이 살
고 있고, 제프리스의 바로 맞은 편 아파트에는 나이 든 조각가, 개를
키우는 중년 부부, ‘고독양’(Miss Loneliheart - 이 여자는 외로움에
지쳐있고 항상 이성교제를 꿈꾸며 기다린다), 아침마다 속옷 차림으
로 운동을 하는 무용수, 보석상이면서 건강염려증의 아내와 살고 있
는 소월드씨가 살고 있다.
첫째 날 중년의 보험회사 방문 간호사인 스텔라가 와서 그에게 마
사지를 해주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여자 친구인 리사와 결혼하는 대신
체조하는 무용수를 훔쳐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나무란다. 바
로 그날 밤 리사는 결혼 문제를 놓고 제프리스와 다툰다. 그러는 동
안 소월드씨가 집으로 와서 부인과 싸우고, ‘고독양’은 미지의 방문객
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놓고 혼자 누구와 대화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
다가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린다. 이 때 배경음악으로 ‘당신을 본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난 어디서나 당신을 보네’라는 음악
이 깔린다.
당신을 본다는 것은 당신을 원하는 것
그리고 난 항상 당신을 보네
길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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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어디서나 당신을 보네
당신을 본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은 항상 내 눈앞에 있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리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지켜보리
오늘밤 항상 같은 옛 꿈속에서
이 음악은 히치코크의 요청에 의해서 삽입되었다 한다(Gabbard
1989). 리사가 제프리스와 다투고 나간 후 밤에 짧은 비명 소리가 들
리고 소월드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빗속을 들락거린다. 그 때
제프리스는 잠에 떨어진 상태다.
둘째 날 소월드의 침실 창문이 하루 종일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게
되고 제프리스는 이에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제프리스는 소월드가
밖을 살핀 후 칼과 톱을 씻고 종이에 싸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부인
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쌍안경과 망원경
으로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다. 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
에겐 전혀 흥미가 없고 이웃에게만 관심을 가진다고 그에게 불만을
이야기 하나, 소월드가 큰 트렁크를 묶는 것을 보고 제프리스의 조사
에 협조자가 된다.
셋째 날 짐꾼들이 와서 그 트렁크를 가져가고 제프리스는 경찰 친
구인 도일을 불러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소월드가 무고
하다는 도일의 단정에 의해 조사는 잠시 주춤한다. 그날 소월드가 욕
실 벽을 닦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밤에 ‘고독양’은 거리에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저녁에 초대하지만 남자는 성급히 그녀와의 섹스를 요
구하다 거부하는 그녀와 다툰 후 떠나버린다. 그날 저녁 꽃밭을 파던
개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고 개 주인은 오열한다.
넷째 날 제프리스는 소월드에게 “부인에게 무슨 짓을 했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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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쪽지를 보내고 소월드에게 전화해서 그를 밖으로 유인한다. 리
사와 스텔라는 꽃밭을 파서 시체를 묻었는지 확인하려 시도하지만 발
견하지 못한다. 리사는 소월드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부인의 결혼
반지를 발견하지만 곧 돌아온 소월드에게 붙잡히고 몸싸움을 하게 된
다. 제프리스는 이 광경을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곧 그가 부른
경찰이 도착한다. 리사는 등뒤로 결혼 반지를 보여주고 소월드는 이
것을 보고 제프리스의 창을 발견하고 사태를 짐작하게 된다. 리사는
가택침입죄로 체포되고 스텔라가 리사를 구하기 위해 나간 사이 소월
드가 제프리스의 아파트로 와서 그를 공격하고 제프리스를 창 밖으로
던져버린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소월드가 잡히고 범행 일체
를 자백 받는다. 제프리스는 그의 아파트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그의
다리 양쪽에 기브스를 한 상태이다. 리사는 책을 넘기면서 잠들어 있
는 그를 사랑스럽게 쳐다본다. 마치 그들의 관계가 잠정적 합의에 도
달한 것을 암시하듯이...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서로 얽혀 있는 정신기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는 가학적으로 해석된 원초경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
화에는 원초경임을 암시하는 많은 장면이 있다. 주인공 제프리스는
휠체어에 앉아서 눈과 망원경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한
다. 그의 눈앞에 일어나는 장면들은 일반적인 원초경의 의미를 함축
한다. 즉, 속옷 차림의 여자, 일광욕을 위해 옷을 벗는 여자와 그들을
관찰하는 헬리콥터, 베란다에서 함께 자는 부부, 사랑을 하고 싶어 안
달이 난 신혼부부 등. 이러한 관음증적 주제는 히치코크의 다른 영화
에서도 보여지는 반복 주제로서 혹시 이 주제의 반복이 히치코크 자
신이 원초경에 노출되었음을 암시해주는 것이나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영화에는 원초경의 경험을 암시하는 두 장면이 있는

데 하나는 소월드가 리사를 발견하여 그녀를 내동댕이치고 제프리스
는 멀리서 이를 보며 겁에 질리고 그녀를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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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는 장면이다. 또 하나는 ‘고독양’이 젊은 방문객과 싸우고 그
가 그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장면 모두 원초
경에 대한 가학적 해석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원초경의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이 영화 구성의 다른 오이디프스적
특징이 있다. 제프리스는 상징적으로 거세되어 있고 많이 자고 스스
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 씻겨지고 먹여지는 작
은 아이 같고, 그의 성적 욕망은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인다. 즉 주인공
제프리스는 퇴행된 사람처럼 보인다. 반면 제프리스는 소월드의 적인
데 소월드는 나이 들고 다소 불독같은 사나이이다. 제프리스의 관음
증은 성숙한 성적 태도에 대한 두려움과 보조를 같이 한다. 이 영화
는 성적 정신질환의 심각한 상태를 암시하면서 시작한다. 손을 넙적
다리 위에 올린 채 잠들어 있는 제프리스의 첫 모습은 완곡하게 자위
행위를 나타내는데, 마치 어둠 속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을 떠올
려준다. 부러진 다리와 박살난 카메라는 영화 전체의 맥락에 있어 거
세 혹은 성적 불능에 대한 불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리사는 기
꺼이 같이 잠자리에 들고 싶어하는데도 제프리스는 쌍안경을 껴안고
잠에 빠져들기를 더 좋아한다(Stam 1992).
그러나 관음증과 수동성, 성적불능의 상태를 암시하는 퇴행된 아이
같은 제프리스는 적은 증거로 보석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살인을 밝
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영화 중간에 주인공은 점점 더 적
극적이 되고, 오이디프스 갈등은 소월드가 제프리스를 공격하고 그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나머지 다리까지 다칠 때 절정에 이른다. 그러
나 결국 주인공이 이기고 그의 다리는 치유되고 소월드는 감옥에 가
며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창은 오이
디프스 갈등에서 상대를 이기고 진실한 남자가 되는 아이의 최후의
승리를 암시한다.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신 기제는 심각한
분리불안에 대한 강한 암시이다.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주제는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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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안이다. 영
화에서 주인공은 비오는 날 저녁 소월드가 여행가방을 들고 반복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본다. 주인공이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고 불안해지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음날부터 부
인이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난 다음이다. 그 여인
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불안은 8개월 때의 불안(eight
month anxiety)의 강력한 흔적이며, 없어진 어머니의 친숙한 얼굴을
찾으려는 아이의 시선탐색과도 같은 반응을 불러온다. 이러한 이별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또 다른 몇 장면이 있는데, 리사가 제프리스를
떠난다고 위협했을 때 그의 얼굴이 즉시 슬픔과 불안을 드러내는 장
면이 그 중 하나이고, 또한 리사 역시 제프리스를 잃는 것을 두려워
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그에게 매달림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독
양’의 깊은 외로움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때때로 현실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하고 완전히 모르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을 굴욕
스럽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도 한다. 소월드 역시 외로움을 느낀다. 그
는 아프고 요구가 많은 부인 때문에 외로우며, 다른 여성과 함께 자
유롭게 되기 위해서 부인을 살해하게 된다. 이별의 주제는 사랑하는
작은 개를 잃은 여인의 절규와 고통스러운 흐느낌 속에서도 메아리쳐
지며, ‘고독양’의 저녁식사에 초대되어 온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는 측은한 환상에 스며든 서정시에서도 스며나온다.

이러한 분리

불안과 가학적으로 해석된 원초경이라는 두 가지 서로 밀접히 연결되
어 있는 정신기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죽었음에 틀림없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성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
되어 대상상실의 과거 상처를 치유 받고, 그럼으로써 오이디프스 갈
등과 분리불안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Almansi
1992).
히치코크의 영화 이창은 영화가 가지는 관음증과 원초경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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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히 보여주는 영화 및 영화 관람행위에 대한 텍스트이다.

이 영

화에서 제프리스는 감독/작가의 대리인 기능을 한다. 보도 사진작가
인 제프리스는 히치코크와 마찬가지로 예술가이자 기능인이며, 전문
가이자 몽상가이다. 그의 활동에 대한 리사의 간략한 요약-사진 찍기
위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다니고-은 히치코크에게 똑같이 적
용된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 제프리스는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부분
적인 연출적 통제를 행사한다. 쌍안경과 망원 렌즈는 다양한 설치 위
치와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프리스는 감독의 대리인이지만 보
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관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제도는
눈을 통해 모든 것을 흡수하는 부동의 은밀한 관객을 필요로 한다
(Metz 1982). 휠체어 신세를 진 제프리스는 이러한 상황-활발한 각막
움직임과 강요된 부동 상태-를 구체화시킨다. 쌍안경과 망원 렌즈는
‘모든 것을 지각하는 관객’의 단지 환영적일 뿐인 신과 같은 능력을
제프리스에게 부여한다. 움직임은 제약되었으나 지각활동은 활발한
상태인 제프리스는 꿈과도 같은 관람체험을 구현한다. 제프리스의 첫
장면은 의미심장하게도-마치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것이 어느
의미로는 꿈이기라도 하듯이-잠든 상태이다. 그가 잠들었다 깼다하는
장면은 영화 관람행위와 꿈과의 유사성을 언급할 때 말하여지는 ‘수
면 상태와 각성 상태의 여러 단계들을 환기시킨다. 이따금씩 제프리
스는 깊이 잠들어 있으며, 아마도 꿈을 꾸는 듯하다. 어떨 때는 간헐
적으로 꾸벅꾸벅 졸기도 한다. 또 어떨 때는 주의력이 고조된 상태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히치코크 영화들이 관객 속에 심어 놓은 것
과 같은 마치 꿈과 같은 격렬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히치코크의 이창은 그 내용 뿐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 구
조 자체가 영화 보기의 본질을 말해주며, 또한 감독 자신의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영화 분석의 텍스트가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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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어

영화는 그 과정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정신분석적 탐구의 좋
은 매개체가 된다.
영화는 ‘꿈의 스크린’이라고도 불리우며, 이 스크린 위에 사람들은
그들의 꿈과 환상, 인생에 대한 이해 등을 투사한다. 그리고 다시 영
화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영화
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은 크게 행위와 과정으로서의 영화와

대상으로서의 영화를 이해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로서의
영화는 영화와 관객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
로 Lacan의 거울단계, 상상계, 상징계, 결핍과 부재, 그리고 봉합의
이론에 맞추어 영화현상을 이해한다. 여기에는 영화 관람의 행위 뒤
에 있는 카메라와의 일차적 동일시, 영화와 관음증 그리고 영화와 페
티시즘등이 주로 이야기되어진다.
보는 대상으로서의 영화는 영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내러티브를
중점으로 우리가 환자를 분석하듯이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생활사,
성격 등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의 무의식을 재구성한다. 정통정신분석
이론을 통한 영화에 대한 이해는 거의 영화와 꿈의 유사성과 영화 보
기 행위가 가지는 관음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관음증의
대상인 원초경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대상상실과 구강적 요소를
영화 현상과 연결한다.
이러한 영화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영화의 하나로 히치코크의
‘이창’을 들 수 있다. ‘이창’은 영화 관람행위가 가지는 관음증적 측면
과 훔쳐보기의 대상인 원초경 자체를 영화의 내용으로 하며, 또한 감
독 자신의 분리불안과 무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등에서 영화
및 영화 관람 행위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화의 텍스트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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