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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문초록47)

본 논문은 지금은 쇠퇴하거나 죽은 미디어로 위상이 변동한 아날로그 비

디오의 매체 특정성을 화의 관람성 및 자기반 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화와 구별되는 동시에 화의 미

* 이 논문은 2016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6S1A5B8914175).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4월 8일 한양 학교 

현 화연구소에서 열린 ‘제1회 화와 테크노컬처럴리즘 학술 회’에서 발

표한 ｢아날로그 화의 시간, 공간, 관람성: 시네마의 변형과 시네마를 통한 

반 ｣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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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기술적 층위를 변형하고 갱신한 비디오의 매체 특정성을 시간적 존재

론, 공간적 존재론, 그리고 관람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아날로그 비디

오의 이와 같은 매체 특정성의 세 가지 층위가 전자 미디어로의 이행기에 

화의 내러티브 및 몽타주에 미친 향을 미카엘 하네케와 장-뤽 고다르의 

작품들에서 비디오가 자기반 적으로 다루어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본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아날로그 비디오의 매체 특정성이 한편으

로는 전자 미디어의 향으로 변화하는 화적 관람성을 반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필름 기반의 화 이미지를 시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두 가지 

향을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향은 아날로그 비디오를 단지 소멸한 

낡은 미디어가 아니라 필름 화의 관람성 및 미학적 가치를 변형한 동시에 

디지털/인터넷을 통한 무의식과 관람성의 일부를 예고한 미디어로 간주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아날로그 비디오, 시공간, 관람성, 미카엘 하네케, 장-뤽 고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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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ime, Space, and Spectatorship of 

Analogue Video

-Reflexivity of Video in the Films of Haneke and Godard-

Lee, Sun Joo

Research Professor /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medium specificity of analogue video, which is now 

regarded as obsolete or dead media, in terms of cinema’s spectatorship and 

self-reflexivity. For this aim, it teases out and elucidates analogue video’s 

medium-specific characteristic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cinema 

and also transform and renew the cinema’s aesthetic and technical dimensions, 

in terms of its temporal ontology, its spatial ontology, and its spectatorship. By 

analyzing the ways in which the films of Michael Haneke and Jean-Luc 

Godard self-reflexively deal with analogue video, this paper throws new light 

on the impacts of video’s three medium-specific aspects on the narrative and 

montage of cinema in its transition to the electronic media. This investigation 

leads me to argue that analogue video’s medium-specific aspects are expressive 

of the cinematic spectatorship changed by the influences of the electronic media 

while also rearranging the time and space of the filmic image. These two 

influences of analogue video on cinema further suggest that it is not simply an 

old media that just disappeared, but is a media that affected the aesthetic value 

and spectatorship of film and anticipated the internet-based unconsciousness and 

spectatorship. 

Key words

Analogue Video, Space and Time, Spectatorship, Michael Haneke, Jean-Luc Go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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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비카인드 리와인드, 죽은 미디어(Dead Media)

로서의 아날로그 비디오를 돌아보기

디지털 기술이 동 상의 제작과 수용 모두에 있어서 보편화된 지

금, 아날로그 비디오는 죽은 미디어(dead media)로 여겨진다. 2015년 

소니(Sony)는 베타맥스(Betamax) 포맷의 비디오테이프 중단을 선언했

다. 또한 2016년 7월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기업 후나이전자(Funai 

Electric)는 VHS(Video Home System) 재생기의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1) 1970년  중반 도입된 이 두 홈 비디오 시스템은 방송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녹화와 재생을 가능하게 했고, 

화관람을 극장으로 보러가기(moviegoing)에서 해방시켜 가정으로 이동

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DVD(Digital Versatile 

Disc)가 보급되어 중화되고,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온라인 비디

오 공유 서비스 및 넷플릭스(Netflix) 같은 상용화된 화 및 TV 프로

그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새로운 상호작용적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아날로그 비디오 시스템을 쇠퇴시켰다. 

디지털화에 따른 아날로그 비디오의 쇠퇴는 동 상 제작의 역에

서 더 빠르게 일어났다. 1967년 소니가 개인 촬 /녹화용 비디오 시스

템인 포타펙(Portapak)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이후, 그리고 1960년  후

반과 70년  초에 걸쳐 백남준이 엔지니어 아베 슈야(Shuya Abe)와 

함께 다채널 이미지의 실시간적 조작과 시각효과 삽입을 가능하게 한 

신서사이저 시스템을 창안한 이후 아날로그 비디오는 동 상의 제작

과 후반작업을 위한 새로운 장치로 도입되었고, 비디오아트라는 이름

하에 전통적 매체예술은 물론 화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시각적 

언어와 경험을 실험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와 

1) Aaron Pressman, “End of Era as Last VCR Maker Ends Production,” 
Fortune, July 21, 2016, accessed March 30, 2017, 

http://fortune.com/2016/07/21/last-video-cassette-recorder-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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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발달 및 다양한 동 상 편집 소프트웨어의 중화를 

포괄하는 디지털화는 동 상 촬 과 후반작업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왔다. 미디어 컨버전스(media convergence)의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통합 과정은 동 상 제작 및 후반

작업 과정에서도 아날로그 비디오의 종언을 알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결국 수용과 관람의 차원에서 극장용 화와 구별되었고, 제

작의 차원에서 필름 기반 화와 구별되는 매체로 수용되고 실험되었

던 아날로그 시 의 비디오는 디지털 시 에 이르러 자신의 변별성을 

잃고 화, TV, 디지털 동 상과 유사하게 되었다. 마이클 뉴먼

(Michael Newman)이 말하듯 “디지털 시 에 비디오는 활동사진과 음향

을 결합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상을 포괄하게 되었다.”2)

이처럼 지금은 죽은 미디어로 여길 수도 있는, 제작과 수용면에서 

나타난 아날로그 비디오의 존재방식은 비디오에 한 지금까지의 연

구들과 체로 일치한다. 먼저 제작과 미학의 차원에서 접근한 담론

들은 아날로그 비디오를 물질적, 기술적 요소들은 물론 미학적 요소

들(시간과 공간의 경험)마저도 화와 근본적으로 변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미술사에서 초기 비디오아트의 하위 장르

들인 비디오 조각, 비디오 퍼포먼스, 신서사이저 기반 이미지 조작 비

디오 등에 한 설명들은 물론,3) 비디오 이미지의 시공간적 불안정성

과 미학적 파편성을 포스트모던 주체의 징후로 간주했던 프레드릭 제

임슨(Fredric Jameson)의 견해에서도 발견된다.4) 다른 한편 수용의 차

2) Michael Z. Newman, Video Revolutions: On the History of a Mediu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73.

3) 1960-70년  비디오아트를 화와 미학적, 기술적으로 구별하는 모더니즘

적 담론들을 모은 당 의 문헌들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Ira Schneider and 

Beryl Korot (eds.), Video Art: An Ant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6); John Hanhardt (ed.), Video Culture: A 

Critical Investigation (Rochester, NY: Visual Studies Workshop Press, 

1986). 

4) Fredric Jameson, “Video: Surrealism without the Unconsciou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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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홈 비디오의 도입과 중화가 할리우드 산업

의 변화에 미친 향에 한 산업적 연구,5) 비디오 재생장치의 기술

적 특징과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화의 미학적 특징들을 시네필리

아에서 비디오필리아(videophilia)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성찰한 연

구,6) 그리고 홈 비디오 유통과 비디오가게의 발달이 극장 기반 화

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변화시킨 과정에 한 연구들이 있었다.7) 

아날로그 비디오의 문화적 존재론에 한 뉴먼의 설명 또한 이와 같

은 두 가지 연구 방향의 관점들과 호응하는 듯 보인다. “비디오테이

프, 그리고 이와 관계된 기술 및 실천은 TV의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

할 수 있는 안적인 매체로서 비디오를 변별했다. 또한 비디오는 필

름 화보다는 시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덜한 매체로 구별되었지

만, 동시에 현실에 한 특권적 접근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8)

정리하자면 아날로그 비디오에 한 지금까지의 연구 및 담론은 그

것이 화에 해 양가적으로 존재했다고 본다. 즉 제작과 미학의 차

원에서 아날로그 비디오는 화와는 엄 하게 구별된 미디어 고, 그

것은 수용과 관람의 차원에서만 화와 일정한 관련을 맺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비디오의 고유한 기술적, 미학적 특성들이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1), 67-96. 

5) Janet Wasko, How Hollywood Work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3), 123-133; Frederick Wasser, Veni, Vidi, Video : The Hollywood 

Empire and the VCR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9). 

6) Charles Shiro Tashiro, “Videophilia: What Happens When You Wait for 

It on Video,” Film Quarterly, vol. 45, no. 1 (Autumn 1991): 7-17; Lucas 

Hilderbrand, “Cinematic Promiscuity: Cinephilia after Videophilia,” 
Framework: The Journal of Cinema and Media, vol. 50, nos. 1-2 (Fall 

2009): 214-217.

7) Joshua M. Greenberg, From Betamax to Blockbuster: Video Stores 

and the Invention of Movies on Demand (Cambridge, MA: MIT Press, 

2010); Daniel Herbert, Videoland: Movie Culture at the American 

Video Sto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8) Newman,Video Revolu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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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몽타주와 내러티브에 미친 향은 없었는가? 또한 녹화와 재

생은 물론 수집에 있어서 극장 기반 화와는 다른 경험을 허용했던 

아날로그 비디오가 화의 유통과 관람을 넘어 화의 기술적, 미학

적 국면에도 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이 논문은 아날로그 비디오

의 여러 특성들 중 화의 기술적, 미학적 요소들과 접히 관련되는 

국면들을 식별하고, 그 국면들이 화에서 어떻게 반 되었는가를 미

카엘 하네케(Michael Haneke)와 장 뤽 고다르(Jean-Luc Godard)의 자기

반 적 화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화와의 상호미디어적 관계 속에서 화와 구별되는 동시에 

화의 미학적, 기술적 층위를 변형하고 갱신한 비디오의 매체 특정

성들을 시간적 존재론, 공간적 존재론, 그리고 관람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한편으로는 아날로그 비디오가 화

와 물질적, 기술적으로 변별된다는 기존의 관점을 화연구의 맥락에

서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날로그 비디오의 고유한 성

질들이 화와 완전히 분리된 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화의 기법과 

예술적 형태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비

디오에 한 기존 담론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9)

9) 본 논문은 아날로그 비디오의 기술적, 미학적 특성이 화언어를 변화시키

고 시네마를 확장시킨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비디오

가 보다 중적인 역에서 화문화와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수용과 관객성의 측면에 한 논의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family events’를 홈무비의 형태로 담아 녹음과 녹화를 동시에 결

합했다든가(기동성, 휴 성), 사전 녹화된 컨텐츠를 시청하도록 하는 홈 시

어터의 경험, 수집 (collecting)과 비디오필리아 같은 유통부문 등 비디오의 

수용과 이것이 가져온 화문화의 변화에 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과

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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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의 시간적 존재론: 즉시성, 동시성, 시간-전

환- <베니의 비디오>, <히든>

비디오의 시간적 존재론이 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 근거는 두 

가지 다. 첫째는 비디오의 즉시성(instantaneity)과 동시성(simultaneity)이

다. 화의 시간성은 카메라 앞에 존재하고 기록된 사건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의 기록을 운동의 환 으로 체험하는 관람자의 현재 사이의 간

극이다. 과거의 흔적이 스크린 앞의 관람자에게 지나가는 현재(passing 

present)로 체험된다는 것은 리얼리즘 화이론 및 이에 토 를 마련하

는 사진적 이미지의 존재론을 발전시킨 앙드레 바쟁(André Bazin)과 스

탠리 카벨(Stanley Cavell) 등이 공유하는 것이다. 반면 전자적 신호의 흐

름에 근거한 비디오는 텔레비전의 기술적 토 로부터 파생된 덕택에 

화에서의 시간적 간극과는 다른 시간성들을 파생시켰다. 즉시성이란 현

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카메라에 의해 기록할 수 있음은 물론 그 기

록을 시간적 지연 없이 전송할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성이란 비디오 

장치에 의한 기록과 전송의 시간이 관람자가 해당 사건을 관람하는 시

간과 중첩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시성과 동시성이라는 비디오의 두 가

지 시간성들은 1960년  후반부터 발달한 초기 비디오아트 중 폐쇄회로

(closed-circuit) 장치를 활용한 설치작품들의 주요한 관심사 고, 이 시간

성들은 비디오를 화와 구별하는 매체 특정성 담론들의 요지로 이어졌

다. 예를 들면 화를 과거시제(past tense)와 동일시하고 비디오를 현재

시제(present tense)와 구별하는 주장, 또는 화와 구별하여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고유한 시간성을 라이브성(liveness)으로 규정하는 주장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관람자의 시간과 기록-전송의 시간이 일치되는 구조는 

화와는 상이한 텔레비전 및 비디오의 관람성, 즉 전자 미디어에 고

유한 주체성을 형성했다. 미술비평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기록과 전송의 동시성이 다른 예술과는 다른 비디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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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속성이며 이로 인해 관람자 또는 예술가의 신체가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라는 두 기계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자리한다”10)고 

말한다. 이로부터 크라우스는 비디오가 구축하는 주체성을 자기애

(narcissism)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를 물질적, 기술적 매체를 넘어 심리

적 매체로 간주한다. “비디오의 실제 매체는 심리적 상황이며 그 조

건은 외부 상, 즉 타자에 주어진 관심을 거두어 들여 자아에 돌리

는 것이다.”11) 비디오를 자기애의 심리적 모델로 간주하는 크라우스

의 견해는 화의 관람성과 비교할 때 더욱 의미를 갖는다. 화는 

카메라로 기록된, 관람자와 공간적으로 떨어진 과거의 세계를 관람한

다는 점에서 ‘외부 상’ 또는 ‘타자’와의 면을 목표로 한다. 반면 

관람자 자신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비디오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반 된 혹은 왜곡된 형태로 보게 된다. 또한 관람자 

스스로 카메라를 들고 촬 한 상을 관람할 때도 그가 동일화하게 

되는 것은 카메라의 눈으로 기록한 피사체 못지않게 카메라의 눈으로 

결정되고 매개되는 자신의 응시다. 기록과 전송의 동시성을 근거로 

한 자기애적인 모델에 가까운 비디오의 관람성은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통제적, 폐쇄적이며 심지어 자기-감금적이다. 이와 같은 자기

애적인 모델은 일견 폐쇄적, 통제적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불

안정하다. 첫째는 촬 과 전송, 재생으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

체가 긴 하게 장치의 응시에 착하고 동일화되기 때문에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붕괴되는 것(즉 이미지 자체가 현실을 근본적으

로 재구성하는 일반 논리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었고 데

이비드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의 <비디오드롬 (Videodrome, 

1983)>과 같은 화가 직접적으로 극화했던 바다.12) 둘째는 이미지의 

10) Rosalind E. Krauss, “Video: The Aesthetics of Narcissism,” October, 

no. 1 (1976): 53.

11) Ibid., 57.

12) Jean Baudrillard,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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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기록)과 출력(디스플레이 또는 재생) 사이의 근본적인 가변성이

라는 비디오 장치의 속성과 관련된다. 촬 된 이미지의 기록이 필름

스트립에 사진소(photogram)라는 물리적 상으로 보존되는 화와는 

달리, 비디오는 촬 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출력될 때까지 신서사이

저와 같은 조작을 거칠 수도 있고,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따라 최종적인 재생 형태 또한 달라질 수 있다.13) 이와 같은 가변성

은 비디오의 관람성이 갖는 불안정성을 배가시키는데 여기에는 비디

오가 감시(surveillance)의 용도로 쓰일 때 구축하는 불가해한 타자의 

응시도 포함된다. 

두 번째 구별의 근거는 정지와 되감기 등을 통해 구현되는 시간 전

환(time-shift)이다. 즉시성과 동시성이 생방송 텔레비전과 폐쇄회로라

는 비디오 장치의 한 양태에서 비롯된다면, 이와 같은 시간 전환은 

저장(storage)과 재생(playback) 장치로서의 비디오라는 또 다른 양태에

서 비롯된다. 숀 커빗(Sean Cubitt)에 따르면 VCR의 활용은 프리즈 프

레임, 역재생 등의 기능들을 통해 네트워크 텔레비전 편성의 지배, 생

방송 텔레비전의 아우라, 또는 방송 이벤트의 여기-지금(here-and-now)

을 파괴했다. 이는 비디오가 즉시성 및 동시성과는 다른 시간성들인 

과거의 지연과 반복을 도입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들은 테이프에 

저장된 기록을 무한히 복사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능

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비디오는 사건과 감각들의 보충적 기억이자 

이것들의 복제를 위한 가능성을 가진 다른 기록 미디어와 합류한다

.”14) 물론 과거의 지연과 반복이라는 비디오테이프의 시간성은 상  

중간에 정지와 역행이 불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상  시간이 흘러가

는 표준적 화장치의 시간성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1980년

Glas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13) 이에 해서는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정헌 옮김, 디지털 화 미학, 커
뮤니케이션북스, 2012, 193-196쪽을 참조할 것. 

14) Sean Cubitt, Timeshift: On Video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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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 비디오테이프가 화산업에 도입되어 화의 새로운 유통과 

배급, 수용을 위한 매체로 정착되는 근거가 되었다. 즉 VCR이 단순히 

방 중인 TV 프로그램의 실시간적 녹화를 위한 기계를 넘어 화의 

저장과 관람을 위한 새로운 재생 매체라는 위상을 획득한 이유는, 극

장에서의 화 관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시간-전환 기능들 때문

이었다. 

산업적 관점에서 새로운 배급 매체의 도입이라는 의의 이외에도 비

디오의 이러한 시간-전환 기능들은 화의 존재론에도 향을 미쳤다. 

앤 프리드버그(Anne Friedberg)가 요약하듯 “VCR은 화들을 마치 그

것들이 연구되어야 할 과거의 사건들처럼 탐구, 조사, 해체될 수 있는 

지식의 상으로 취급한다.”15) 로라 멀비(Laura Mulvey)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 화의 흐름이 지연의 과정으로 체됨으로써 오래된 

화가 새로운 시각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보일 수 있도록 관람

성 또한 향받고 재구성된다...지연의 과정은 단지 정지성을 가시성 

속으로 데려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파편화하면서 전통적으

로 서사의 선형적인 구조를 바꾼다.”16) 기록된 화를 언제든지 반복

할 수 있고, 그 화의 특정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재생 

매체로서의 비디오가 가진 시간성이 이에 상응하는 관람성, 즉 화

관에 근거한 전통적 관람성과는 상이한 관람성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티모시 코리건(Timothy Corrigan)은 이를 수행적(performative) 

관람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리모컨에 의한 제어에서 찾는다. 

“ 화 관람의 중심이 스크린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실제적이고 원

격적) 제어를 갖게 된 관람자의 손으로 확산된다.”17) 멀비는 이와 같

15) Anne Friedberg, “The End of Cinema: Multimedia and Technological 

Change,” in Reinventing Film Studies, eds. Christine Gledhill and 

Linda William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00), 444.

16) 로라 멀비, 이기형 · 이찬욱 옮김, 1초에 24번의 죽음, 현실문화, 2007, 

33쪽.

17) Timothy Corrigan, A Cinema without Walls: Movies and Culture after 

Vietna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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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람자를 소유적 관람자(possessive spectator)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화는 지연되고 이처럼 선형적인 서사로부터 좋아하

는 순간이나 장면으로 파편화되기 때문에 관객은 예전에는 붙잡기 어

려웠던 이미지를 붙잡거나 소유할 수 있다.”18) 그러나 비디오의 이러

한 수행적, 소유적 관람성에도 또한 불안정성이 내재한다. 케이틀린 

벤슨-앨롯(Caetlin Benson-Allott)은 VHS가 가정용 화 시청 포맷으로 

중화될 때부터 항상 “눈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포함했

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화장치와의 차이에서 찾는다. “이미지

를 먼 거리에서 수용하는 화 스크린과는 반 로 텔레비전은 자신의 

이미지를 내부에서부터 생산하고 이를 창문과 같은 유리 스크린을 통

해 전시한다. 이러한 은유는 스크린을 투과할 수 있는 경계로 표시한

다.”19) 비디오의 스크린과 비디오테이프가 갖고 있는 물질적 모호성

(즉 스크린과 비디오테이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관람자는 볼 수 없

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는 불안, 누가 

촬 했는지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응시에 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

러한 불안은 비디오테이프로 전송되고 재생되는 적 존재를 형상화

한 <링(Ring, 1998)>과 같은 화에도 반 되어 왔다. 

미카엘 하네케는 표준적인 화장치의 시간성과 비되는 비디오의 

두 가지 시간성 - 즉시성과 동시성, 그리고 시간-전환의 가능성 – 및 

이것이 주체성에 미치는 향을 자기 반 적으로 탐구해 왔다. <베니

의 비디오 (Benny’s Video, 1992)>에서 주인공 베니는 자신의 24시간

을 라이브로 기록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세계의 리얼리티를 파악하는 

소년이다. 베니는 단골 비디오가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비디오광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이 촬 한 돼지 도살 비디오를 보여주다 

우발적으로 살해한다. 처음 베니의 방에 들어온 소녀는 마치 CCTV처

18) 멀비, 1초에 24번의 죽음, 213쪽. 

19) Caetlin Benson-Allott, Killer Tapes and Shattered Screens: Video 

Spectatorship from VHS to File Shar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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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창밖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에 주목하면서 커튼 

밖의 실제 풍경과 비교해 보고는 놀라워한다 (그림 1). 이러한 완벽한 

미디어 장비와 시설들을 갖춘 방에 감탄하는 소녀를 향해 베니는 스

위치를 전환해서 갑자기 자신과 소녀를 촬 하는데, 이처럼 기록 및 

전송의 시간과 관람의 시간이 일치하는 이 장면을 통해 비디오라는 

매체로 세상과 사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베니의 자기애적 

환상을 엿볼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미디어를 통해 인식하고 수행하

며20) 여러 개의 리모컨을 소유한 베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복잡한 

현실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듯 미

디어에 과잉 노출된 환경 속에서 리얼리티에 한 감각이 무뎌진 채

로, 현실과 환상,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구분에 혼란을 겪는 베니는 

돼지 도살 비디오를 소녀에게 보여주며, 리모컨으로 살해 장면을 되

감기(rewind)하고, 클로즈업하며 슬로우 모션으로 속도를 전환한다. 시

간 전환 장치로서의 비디오는 베니와 같은 ‘소유적 관람자’에게 이미

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타자와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주체의 불안과 

상실을 야기한다. 

<베니의 비디오>가 흥미로운 것은 베니가 찍은 화 속 비디오들

(돼지살해, 소녀 살인, 이집트여행 등)과 관객이 보고 있는 화라는 

이중의 반 적 장치를 통해 관람객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두 매체의 

속성을 성찰21)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폭력적인 돼지 살해 

장면을 찍은 베니의 비디오 화면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되감기하고 

20) 베니는 소녀의 살해장면을 비디오로 찍는다거나, 소녀의 시체를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부모의 화장면까지도 촬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우발적 살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때도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촬 한 비디오를 틀어서 보게 하는데, 이는 비디오에 중독(관람 뿐 아니라 

제작 및 스크리닝의 모든 과정)되어 자기만의 방에 ‘스스로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임유 , ｢미디어 폭력에 한 성찰과 형상화 전략 : 미하엘 하네케의 <베니

의 비디오>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53집, 201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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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으로써 그것이 ‘가공된 화 속 현실’임을 드러내는 화의 오프

닝 장면은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일종의 미디어 교육과도 같다. 즉 

비디오라는 매체는 조작의 자율성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가볍게 ‘즐

길만한 (playable)’ 것으로 여기게 하고 리얼리티와 허구를 뒤섞이게 

하지만, 관객은 단지 관음증적 시선의 주체를 넘어 자신이 어디에 위

치해 있는지를 깨닫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니의 비디오>에서 하네케의 화와 비디오 테크놀로지의 아날

로그적 매체성에 한 성찰은 <히든 (Caché, 2005)>에 이르러서는 ‘경

계 없는 이미지들’22)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시 의 감시와 재

생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평화로운 중산층 주택가 풍경을 고정

된 앵글로 보여주는 <히든>의 오프닝 쇼트는 전자 스캔 라인의 존재

로 인해 필름 이미지와 비디오가 식별가능했던 <베니의 비디오>의 

오프닝과 달리, HD 디지털 카메라로 촬 되어 디지털 비디오의 시각

적 질이 디제시스 내 현실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인공들의 

화나 되감기 장면 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화면이 누군가가 조르

주의 집을 감시하려고 촬 한 CCTV 화면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적인 것과 조작적인 것, 기

록된 것과 상상된 것,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이

전의 이미지 체제보다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23) <히든>에서 특정한 

쇼트의 시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중 스크린, 이미지 속의 이

미지는 미디어를 불신하는 하네케의 진실에 이르기 위한 장치로, <베

니의 비디오>보다 한층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히든>은 

‘누가 테이프를 촬 해서 보냈는가?’24) 라는 스릴러 장르의 관습으로 

22) 정찬철, ｢시네마에서 포스트시네마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양 학교 

학원 연극 화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127쪽.

23) 김지훈, ｢우발성의 테크놀로지들: “마음-게임 화”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인터페이스 효과들｣, 문학과 상 12권 1호, 2011, 73쪽.

24) 이와 관련해 하네케는 “당신이 <히든>을 다 보고나서도 누가 테이프를 보냈

는지 알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라
고 밝힌 바 있다. <씨네 21> 서면 인터뷰: 김도훈, <히든>의 미카엘 하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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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을 강력하게 유인하지만, 인간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는 감시 카

메라의 이미지들은 이러한 관습적 화관람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

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히든>의 주인공 조르주는 그의 집으로 보내진 비디오테이프들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가해의 기억과 마주치게 되고, 그것은 또한 

프랑스와 알제리의 식민의 역사를 환기시킨다 (그림 2). TV의 진행자

이자 프로그램의 편집권을 가진 조르주는 가족의 일상을 위협하는 비

디오 이미지들에 신경쇠약에 걸린다. 언제나 이미지의 통제자이자 시

선의 주체, 권력자 던 조르주는 비디오테이프가 이끄는 로 무기력

하게 자신의 과거의 내면적 환상과 면하게 되는데, 현재와 과거, 실

재와 환상, 객관성과 주관성을 넘나드는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는 고

전적 서사의 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디지털 비디오라는 매체

가 가진 속성들에 근거한다. <히든>에는 스릴러적 내러티브를 이끌고 

가는 디제시스적 이미지 외에 누군가에 의해 촬 된 CCTV 상, 조

르주의 꿈 장면(플래시백), 수많은 뉴스화면, 조르주의 텔레비전 방송 

등 다양한 이미지가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교란시키며 혼합되어 있

는데,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들이 어떠한 경계나 질적 차이 없이 동질

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네케는 이 화가 가진 수많은 해석

가능성에 해서 “1초에 24 프레임의 진실”이라는 고다르의 아포리즘

을 전복시키며 “ 화는 진실을 서비스하는 1초에 24 프레임의 거짓

말”25)이라고 말한다. 하네케의 화에서 진실은 손쉽게 드러나지 않

는다. 그리고 범람하는 미디어는 진실을 폭로하고, 리얼리티에 다가가

기 위한 반 적 장치로서 존재한다. 폭력적이고 모호한 리얼리티의 

세계에서 이미지들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윤리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은 관객의 몫이다.

2006.3.28.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448 

25) <씨네 21> 하네케, 앞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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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의 공간적 존재론: 유동적 스크린, 합성과 공

간적 몽타주- <여기와 저기>, <넘버 2>

질 들뢰즈는 시간-이미지의 개념을 구체화한 현 화 이후의 전자 

미디어(텔레비전과 비디오를 포함한)를 새로운 정신적 자동기계로 간

주하면서 이 미디어에서 이미지, 프레임, 스크린의 위상 및 이미지-사

운드 관계는 화에서의 이미지, 프레임, 스크린의 위상 및 이미지-사

운드 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카메라 운동에 의해 연속적으

로 변하거나 몽타주에 의해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화 이미지와는 달

리 전자 이미지(electronic image)는 “앞선 이미지의 어떤 지점에서도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조직화의 상”이

다. 또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화의 

프레임과는 달리 텔레비전과 비디오 스크린 내에서 프레임 공간은 

“끊임없이 각도와 좌표를 변경하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교

환되는 전방위적인 공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과 비디오에서

는 음향적인 요소가 시각적인 것에 비해 더욱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이 둘은 “서로 종속되지도, 공약 가능하지도 않은 복잡한 관계를 형

성”26)할 수 있게 된다. 들뢰즈의 위와 같은 서술은 비록 압축적임에

도 불구하고 전자 미디어로서의 아날로그 비디오가 이미지의 표면, 

[그림 1] 하네케, <베니의 비디오     [그림 2] 하네케, <히든 Caché (2005)>
Benny’s Vide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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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과 프레임의 위상학, 몽타주의 원리 등에서 화와 어떻게 다

른가를 언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국면이 모두 공간적인 요소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디오의 공간적 존재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들뢰즈의 서술에서 이미지가 “지속적인 조직화”의 상이 되고 스

크린 내의 이미지 표면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교환되는 전

방위적인 공간”이 되는 특징들은 비디오가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전

자 신호의 전송에 근거한 미디어라는 점에 근거한다. 즉 비디오는 시

각적 정보가 기록된 전자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사선(scan line)의 형태

로 변환하고 모니터에 기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전시한다

(들뢰즈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의 교환’이라 일컫는 부분). 이

때 이 주사선이 좌우 또는 상하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입되고 체될 

수 있는 반면,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조작하거나 전송 과

정에서 신서사이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사선을 변조함으로서 이미지

를 자유롭게 왜곡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적 정보의 구현이 전자 신

호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비디오 이미지는 그 형태는 물론 

이미지의 프레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특

정 형상이 프레임의 어디에나 자유롭게 놓이고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

게 움직일 수 있다(들뢰즈가 프레임이 ‘전방위적인 공간’이 된다고 말

하는 이유). 이본느 스필먼(Yvonne Spielmann)에 따르면 이 모든 특성

들로 인해 비디오의 이미지는 “변형 이미지(transformation imagery)”, 

즉,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고정되지 않은 이미지 형태”27)이며 이는 

화와 변별되는 비디오의 매체-특정적 속성이다. “전자 미디어는 다

른 아날로그 미디어와 구별되는 다차원적, 전방위적 잠재력을 갖는

다...비디오의 장치가 가진 개방성이 시청각적 디스플레이의 여러 방

향과 연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28)

26) 질 들뢰즈, 이정하 옮김, 시네마 2: 시간-이미지, 시각과언어, 2002, 251쪽.

27) Yvonne Spielmann, Video: The Reflexive Medium (Cambridge, MA: 

MIT PRess, 2008), 4. 

28) Ibi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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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호의 지속적인 재조직으로 인한 이미지의 유동성 및 공간의 

전방위성은 이미지의 공간을 구축하는 몽타주에 있어서도 화의 몽

타주와는 다른 가능성들을 개방한다. 들뢰즈의 언급에서 “앞선 이미

지의 어떤 지점에서도 새로운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은 비디

오의 이미지 조직 및 이미지들의 연결 방식이 순차적인 시간 질서에 

근거한 화의 몽타주와는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레프 마노비치

(Lev Manovich)가 논의하는 합성(compositing)과 공간적 몽타주(spatial 

montage)는 비록 디지털 시각효과 및 편집을 일차적 상으로 논의하

지만 사실상은 아날로그 비디오가 이들의 중요한 선구자임을 시사한

다. 하나의 프레임 안에 서로 다른 층위의 이미지들을 겹치는 합성은 

비록 필름 화 시기에도 있었지만 텔레비전 및 아날로그 비디오의 

발달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전자 미디어의 시기에 성숙되어 

보편화된 키 기법(keying)은 두 개의 다른 공간을 가진 이미지를 하나

의 프레임에 합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전자 신호로 구축되는 프

레임 공간이 여러 이미지의 자유로운 삽입과 변형을 가능케 하는 개

방적인 공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마노비치는 키 기법이 화적 몽

타주와는 상이한 전자적 몽타주의 공간적 질서를 낳는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몽타주가 일치하는 공간의 환상을 만들면서 그 실상을 숨

기는 반면, 전자 몽타주는 관객에게 서로 다른 공간이 확실하게 충돌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29) 형상이나 미디어(사진, 회화, 

화, 텍스트), 차원 등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이미지들의 ‘충돌’과 

공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복잡한 전자 이미지를 스필먼은 클러스

터(cluster)라고 불렀으며 그 미학적 특징을 공간적 조 성(spatial 

density)으로 규정한다.30)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삽입과 중첩으로 인한 

공간적 조 성 이외에도 비디오 편집은 분할화면(split-screen)이나 프

29) 레프 마노비치, 서정신 옮김, 뉴 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05쪽.

30) Spielmann, “Expanding Film into Digital Media,” Screen, vol. 40, no. 
2 (1999):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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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내-프레임(frame-within-a-frame)과 같은 기법들을 활성화한다. 

마노비치는 이 모든 기법들이 시간의 순차성 및 한 이미지의 다른 

이미지로의 체라는 화적 몽타주의 논리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공

간적 몽타주’라는 용어를 쓰고 이를 전자 미디어 이후의 미디어에 지

배적인 몽타주의 원리로 간주한다. “새로운 이미지가 바로 앞에 보이

는 이미지에만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스크린상에서 보이는 

다른 모든 이미지들과 병치된다. 화의 특성인 교체의 논리는 추가

와 공존의 논리에 자리를 내주었다.”31) 사실 마노비치가 ‘공간적 몽타

주’를 제시할 때 이를 화의 몽타주와 완전히 변별적인 것으로 고립

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중노출을 몽타주의 기법과 동시적으로 

활용한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1927) 등을 합성과 공

간적 몽타주의 전례로 취급한다. 비디오를 비롯한 전자 미디어의 

향력에 응하여 그것의 공간적 본성을 화적 몽타주의 재창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안느-마리 미에빌(Anne-Marie Miéville)과 협력하여 

제작한 고다르의 1970년  작품 또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될 것이다. 

비디오 몽타주와 스크린의 반 을 작품 안에 포함시킨 고다르-미에

빌의 화들 중 <여기와 저기 (Ici et Ailleurs, 1974)>와 <넘버 2 

(Numéro Deux, 1975)>의 해당 장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여기와 

저기>는 고다르가 장-피에르 고랭(Jean-Pierre Gorin)과 함께 활동했던 

지가 베르토프 집단(Dziga Vertov Group) 시기인 1970년 팔레스타인해

방기구(PLO)의 초청을 받아 제작한 16mm 선전 화를 4년 후 프랑스

에서 미에빌과 함께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10시간 남

짓의 선전 화 촬 본을 편집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은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해방기구의 지정학적 립에 한 분석을 넘어 이 립이 20

세기의 정치적, 인종적 갈등의 역사에 갖는 의미, 그리고 이 립을 

멀리 떨어진 서구에서 텔레비전 뉴스로 본다는 것의 의미 등에 한 

성찰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여기와 저기>는 본래의 선전 화 촬

31) 마노비치, 뉴 미디어의 언어,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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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물론 2차 세계 전 당시의 뉴스릴과 1970년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녹화본, 뉴스를 시청하는 당 의 프랑스 가정을 허구적으로 재

연한 촬 본, 그리고 화 및 텔레비전 제작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연

하는 배우들을 새로이 촬 한 장면들을 결합하여 완성되었다. 

고다르와 미에빌이 <여기와 저기>에서 필름과 비디오 포맷을 혼합

한 이유는 새롭게 촬 한 장면들과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다양하

게 결합하여 시청각적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비디오의 

공간적 속성들은 이러한 시청각적 역사의 재구성에 긴요한 도구가 되

었으며, 고다르가 1960년  이후부터 화적 사유와 표현의 핵심으로 

간주했던 몽타주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여기와 저기>에서는 순

차적 몽타주가 확장된 사례로, 프레임 내에서의 몽타주를 통해 두 개

의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성하는 중첩(superimposition)에 해

당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히틀러의 사진 이미지와 

동시  이스라엘의 정치가를 담은 사진 이미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이 삽입된 자막과 함께 ‘프레임-내-프레임’의 모습으로 하나의 화

면에 동시에 배치된다 (그림 3). 2차 전과 1970년  중반,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시공간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

면서 새로운 사유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유의 발생 가능성은 고다

르가 몽타주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갱신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

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몽타주의 가능성이 비디오의 고유한 

합성과 공간적 몽타주의 원리로 구현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와 저기>

에서 고다르는 이러한 공간적 몽타주의 원리를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새로운 스크린 존재론을 성찰하는데 사용기도 했다. 네 의 서로 다

른 이미지들이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배치되는데, 이는 하나의 프레

임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점유하며 발생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비디오 스크린의 특성을 반 함은 물론, 서로 다른 

신호를 전송하는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모니터들의 집합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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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다르가 지가 베르토프 집단 시기 이후 화제작의 새로운 

시작으로 선언한 <넘버 2>는 현 사회를 규정하는 다양한 쌍들과 관

계들, 그리고 이 관계들과 화제작의 관계에 한 성찰이다. 자본주

의의 생산 과정을 결정하는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 이 생산 과정의 

본부인 공장과 자연적 풍경과의 관계, 공장에서의 노동과 가정생활과

의 관계,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성생활과 경제와의 관

계, 섹슈얼리티와 정치와의 관계 등이다. <넘버 2>는 이 일련의 관계

들을 다루면서 화를 성찰의 상이자 도구 모두로 삼는다. 고다르

가 직접 등장하는 오프닝의 작업실 장면은 이러한 양가적 국면을 압

축하면서 고다르가 여러 화들에서 반복해 온, 매체에 한 자기 성

찰적 개입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공장에서의 노동, 가정생활, 

성행위 등의 다양한 장면들이 두 의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동시적으

로 배치되고 다양한 쌍으로 교차한다. 이 모니터들 너머에는 때때로 

필름 사기가 배치된다. 고다르는 이 모든 장면들을 아날로그 비디

오카메라로 촬 하고 이를 두 개의 계열로 나누어 비디오 편집 과정

에서 다양한 위치와 위상으로 배열한 후, 그 프레임 전체를 35mm 카

메라로 다시 촬 했다. 그 결과 이 오프닝 장면에서는 두 개의 비디

오 이미지들이 서로 다른 크기와 위치로 배치된다 (그림 4). 이는 텔

레비전과 비디오 스크린 내에서 프레임 공간이 “끊임없이 각도와 좌

표를 변경하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교환되는 전방위적인 공

간”이 된다는 들뢰즈의 고찰을 환기시키며, 스필먼이 “다른 아날로그 

미디어와 구별되는 다차원적, 전방위적 잠재력”이라 일컬은 비디오의 

[그림 3] 고다르, <여기와 저기 (Ici et Ailleur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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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특징과도 공명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자신의 몽타주에 반 하

면서 사기를 나란히 배치한 고다르의 전략은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새로운 공간적 존재론이 사를 바탕으로 한 화장치와 어떻게 다른

가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존재론을 화적 사유로 어떻게 연장시킬 것

인가에 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림 4] 고다르, <넘버 2 (Numéro Deux, 1975)>

요약하면, <여기와 저기>, <넘버 2>는 비디오에 특징적인 공간적 

미학과 기법의 양상들인 전방위적인 프레임과 스크린 공간, 합성, 공

간적 몽타주를 활용하여, 화와의 관계 속에서 고다르가 생각했던 

비디오의 복합적 역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시한다. 그 역할들은 

“이미지를 통해 호흡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시하고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과정”을 구성하며 필름 기반 화와는 다른 시공간적 표현 양

식으로 “ 화에 해 성찰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모색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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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고다르는 비디오의 이 모든 역할들이 사유로서의 화적 몽타

주가 갖는 잠재력을 연장하는 동시에 필름 기반 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공간적 표현의 가능성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다. 그래서 그는 1975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디오에 한 관

심은 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시 주입할 수 있게 하고, 모

든 방식의 변경 및 조작을 허용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지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33) 마이클 위트(Michael 

Witt)가 잘 요약하듯 이때부터 고다르에게 “비디오는 발견된 이미지와 

사운드를 처리하기 위한 유사-과학적 도구, 즉 그로 하여금 이질적 원

천들로부터 온 재료를 결합하고 해부하게끔 하는 사유의 도구로 기능

했다.”34) 그런데 ‘이미지로 사유’하고 ‘발견된 이미지와 사운드를 처

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비디오, 나아가 화를 포함한 시청각적 이

미지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비디오라는 고다르의 이

상은 비디오 편집 기술의 발달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

다. 이러한 이상은 많은 화들이 필름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고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4. 비디오필리아와 사색적인 관람성: <영화사(들)>

1970년  이후 아날로그 비디오 편집 장비의 도입 및 VHS와 같은 

32) Philippe Dubois, “Video Thinks What Cinema Creates: Notes on 

Jean-Luc Godard’s Work in Video and Television,” in Jean-Luc 

Godard: Son + Image, 1974–1991, eds. Raymond Bellour and Mary 

Lea Bandy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92), 169. 

33) “Jean-Luc Godard: L’important c’est les producteurs.” Interview by 

Monique Annaud. Le film franfais, 14 March 1975, 13. 다음에서 재인

용. Michael Witt, Jean-Luc Godard: Cinema Historia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 52. 

34) Witt, Ibi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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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녹화 및 재생 시스템의 중화는 필름 화에 근거한 시네필

리아와는 다른 비디오필리아(videophilia)의 관람성을 가능하게 했다. 

비디오필리아가 시네필리아에 해 미친 향은 양가적이다. 우선 

VHS와 같은 아날로그 비디오에 전송(transfer)된 화의 사본은 필름 

화 원본에 비해 해상도가 낮고 색채의 깊이감과 채도 또한 상 적

으로 열악하며, 레터박스(letterbox)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원본의 화

면비율 또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며 타시로(Charles 

Shino Tashiro)는 “극장관람(filmgoing)의 유사-종교적 측면이 가정에서

의 비디오 관람에서는 분명히 결여되어 있다”35)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시로는 비디오가 “반복재생, 느린 재생, 프리즈, 관

조적 관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황홀경을 창조하는 과잉으로의 

접근을 허용한다”36)라고 말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실물보다 큰 스크

린에의 몰입을 통한 화적 순간의 드러남이라는 전통적인 시네필리

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즉 비디오필리아에 고유한 것이다.

반복재생, 느린 재생, 프리즈, 관조적 관람과 같은 기능은 비디오와 

화를 상호 변별적인 매체로 규정하는 관념을 넘어 이 둘을 근접 조

우시킨다. 극장에서 관람하는 화의 이미지는 관람 순간에만 일회적

으로 경험되며 찰나적이다. 따라서 필름 화의 경우 관람자가 특정 

이미지를 성찰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순간, 그리고 필름 화를 규정

하는 운동의 환  이면의 사진적 정지성(stillness)과 만날 수 있는 순

간은 슬로우 모션이나 프리즈 프레임의 사용과 같은 특정한 기법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레이몽 벨루르(Raymond Bellour)는 화 이미지가 

필름의 기계적 사가 부과하는 운동의 환 에서 잠시 유예되어 감속

하거나 정지할 때 화의 본성을 성찰할 수 있는 관람자를 사색적인 

관람자(pensive spectator)라 불렀다.37) 로라 멀비는 벨루르의 이 개념

35) Tashiro, “Videophilia,” 13. 
36) Ibid., 13.

37) Raymond Bellour, “The Pensive Spectator,” Wide Angle, vol. 3, no. 4 

(1984):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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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디오와 DVD라는, 필름을 넘어선 관람 장치로 연장시켜 적용한

다. 비디오와 DVD는 반복재생, 느린 재생, 프리즈 프레임을 통해 필

름 화를 자유롭게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고, 극장에서의 관람에서

는 놓칠 수 있는 필름 화의 디테일을 새롭게 발견하게끔 이끌며, 

나아가 필름 화를 지탱하는 사진적 정지성과의 만남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멈춰 세우는 사색

적인 관객은 정사진이 주는 반향, 즉 일반적으로는 화의 움직임에 

의해 감추어진 죽음과 결합하는 공명 특히 지표의 아주 강한 흔적을 

화로 가져오게 될 지도 모른다.”38) 멀비에게 있어서 비디오와 DVD

는 사색적인 관람성을 전문가의 역에서 해방시켜 일반적 관람객으

로 확 시키는데, 이는 비디오필리아가 고전적 시네필리아의 정치학

을 변동시킨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루카스 힐데브란트(Lucas 

Hilderbrand)가 요약하듯 “만일 현  시네필리아의 정치학 같은 것이 

있다면 – 나는 오늘날의 시네필리아에 있어 지배적이거나 일관된 정

치적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그것은 그 용어의 엄격한 개

념에 한 붕괴일지도 모른다. 시네필리아는 희귀한 전문가 환경이나 

순수미학에서 벗어난 보다 일상적인 실천들을 포함하고 있다.”39)

비디오와 DVD가 활성화하는 사색적인 관람성은 화 소비의 역

은 물론 제작과 편집의 역과도 관련된다. 마틴 르페브르(Martin 

Lefebvre)와 마크 퍼스테노(Marc Furstenau)는 VCR을 통한 재생이 비

록 필름 화의 사와 같은 조건은 소거하지만 빠른 재생, 역재생, 

프리즈 프레임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스틴벡(Steenbeck) 편

집기에 감겨진 필름에 접근하는 편집기사의 역할을 모방한다”40)라고 

주장한다. 르페브르와 퍼스테노는 VCR의 이러한 모방이 가져온 가장 

38) 멀비, 1초에 24번의 죽음, 246쪽. (번역 일부 수정)

39) Hilderbrand, “Cinematic Promiscuity,” 217. 
40) Martin Lefebvre and Marc Fursteneu, “Digital Editing and Montage: 

The Vanishing Celluloid and Beyond,” Cinfmas: Journal of Film 

Studies, vol. 13, nos. 1-2 (200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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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효과가 화 분석(film analysis)의 중화라는 점을 지적한다. 

“편집 테이블의 일정한 기능들을 모방하고 사되는 필름의 미리 결

정된 시간적 흐름을 변경함으로써 VCR은 필름 화들에 한 보다 

엄격한 묘사와 철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41) 물론 화 분석의 

중화는 느린 재생, 역재생, 빨리감기와 같은 기능들의 중화 이외

에도 많은 필름 화들을 상용 비디오테이프의 구입이나 녹화 작업을 

통해 수집하고 개인적으로 아카이빙(archiving)할 수 있다는 가능성 덕

택이기도 하다. 여기서 화 분석은 비디오필리아와 만난다. “처음부

터 복제의 기술이었던 비디오는 녹화본들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고, 

화광은 처음부터 해적판 제작자 다.”42)

고다르의 < 화사(들) (Histoire(s) du cinéma, 1988-1998)>은 아날로

그 비디오의 시간-전환 기능들이 활성화하는 사색적인 관람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디오테이프의 수집 및 아카이빙이라는 물적 토 를 십

분 활용하고 이를 비디오의 고유한 공간적 편집 기법과 결합하여 

화사의 지층들을 분석하고 20세기의 화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야심

찬 시도다. 이 거 한 프로젝트를 위해 고다르는 다양한 필름 화 

이미지들을 간헐적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킴으로써 관람자에게 사

유의 순간을 촉발하고, 이 이미지들을 정지 이미지로 추출하고 제시

함으로써 관람자를 ‘생각에 잠기’도록 이끄는 동시에 필름 화를 지

탱하는 사진의 정지성을 환기시킨다. 무엇보다도 고다르는 자신이 70

년  중반부터 미에빌의 협력으로 발전시킨 비디오 기반의 공간적 몽

타주 기법들을 < 화사(들)>에서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스크린 공간을 

전방향적이고 다층적으로 활용한다. 그 결과 < 화사(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들은 다양한 중첩의 이미지들이다. 서로 다른 시기의 

화들이 정사진이든 동 상이든 하나의 화면에 겹치고, 그 위에 비

디오로 삽입한 텍스트들이 겹쳐진다. 

41) Ibid., 74. 

42) Hilderbrand, “Cinematic Promiscuity,”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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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화사들>의 챕터 1(a)인 <모든 역사들 (Toutes les 

histoires)>에서 <젊은이의 양지(A Place in the Sun, 1951)>로부터 추출

된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의 모습이 중세 시기 성모 마

리아의 아이콘과 중첩되는 장면(그림), 챕터 1(b)인 <유일한 역사(Un 

Histoire seule)>에서 19세기의 풍속화와 앙리 랑글루아(Henri Langlois)

의 사진이 중첩되면서 ‘유일한 역사’라는 비디오자막이 첨가된 장면, 

챕터 2(b)인 <치명적 아름다움 Fatale beauté)>에서 미소를 짓는 여배

우의 움직이는 이미지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촬 기사의 흑백사진, 그

리고 무도회를 스케치한 19세기의 풍속화와 하나의 화면에 나란히 공

존하는 장면(그림 5)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삽입과 공간적 배열이라는 비디오의 공간적 존

재론을 드러내면서,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이미지들의 충돌을 통해 

화사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선형적 발전으로 보는 역사관에 도전

한다. 산업적, 기술적 발전으로서의 화사라는 내러티브를 벗어나 과

거의 잊혀진 화적 잔해들을 부활시키고, 이 잔해들을 화와 예술

사, 화와 20세기 역사 사이의 다층적 관계 속에서 다시 읽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선형적 발전의 역사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이미지

에서 과거를 부활시키는 고다르의 기획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실천한 ‘변증법적 이

미지(dialectical image)’로부터 향을 받은 것이었다.43) 중요한 것은 

고다르가 이러한 벤야민적 개념을 참고하여 화 이미지에 함축된 과

거가 다른 이미지와의 충돌을 통해 스스로를 말하게끔 하는 전략을 

비디오의 시간-전환과 공간적 몽타주를 통해 수행했다는 것이다. 자크 

43) 고다르의 < 화사(들)>에 반 된 벤야민의 변증법적 이미지 및 유물론적 역

사관의 향에 한 글들은 많다. 그 중에서도 Witt, Jean-Luc Godard: 

Cinema Historian, 183-184; Kaja Silverman, “The Dream of the 

Nineteenth Century,” Camera Obscura, vol. 17, no. 3(2002): 1-25를 

참조하라. 국내 논문으로는 김성욱, ｢역사의 유령과 화사의 뮤지올로지 : 

장 뤽 고다르의 < 화사>를 중심으로｣, 중앙 학교 첨단 상 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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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 화사(들)>에 한 다음과 같은 언급 

또한 이 점을 입증한다. “비디오는 고다르에게 이미지를 나타나게 하

고 사라지게 하고 혼합시키며, 이미지의 함께-속함의 순수한 왕국과 

이미지의 무한한 상호-표현의 잠재성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을 주었다.”44)

 

5. 결론

튜브, 테이프 및 디스크가 파일, 픽셀 및 클라우드로 대체되면서 미디어 

역사에서 현재 순간은 모든 기술과 실천들을 연결하는 적응력 있고 지속적

인 용어로 비디오를 읽는 좋은 시점 (vantage point)을 제공한다.45)

본 논문은 아날로그 비디오가 필름 화와 물질적, 기술적, 미학적

으로 다르다는 매체 특정성의 양상들 자체를 존중하면서도, 이것들로 

인해 아날로그 비디오의 형태가 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기존의 

담론들에 도전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즉, 아날로그 비디오와 필름 

화는 차이들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조우했다는 것이다. 필름 

화와 구별되는 아날로그 비디오의 본성들이 화에 향을 미칠 때 

44) 자크 랑시에르, 김상운 옮김, 이미지의 운명, 현실문화, 2014, 126쪽. 

45) Newman, Video Revolutions, 1. 

[그림 5] <영화사(들) (Histoire(s) du cinéma, 198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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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필름 화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형태적, 미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하네케와 고다르의 

화들이 그런 변화를 드러내고 반 한다는 점을 통해 아날로그 비디오 

테크놀로지가 화의 내러티브 및 몽타주에 미친 향을 시간, 공간, 

그리고 관람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 화들은 피터 그리너

웨이의 <프로스페로의 서재 (Prospero’s Books, 1991)>, 아톰 에고이안

의 <스피킹 파츠 (Speaking Parts, 1989)>, 빔 벤더스의 <도시와 의상

에 한 노트 (Notebook on Cities and Clothes, 1989)>처럼 비디오의 

기술적, 미학적 특성들을 드러내면서도 이들을 화의 관계를 탐구하

는데 활용한다. 

기술에 한 진보적, 유토피아적 수사학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혁명적 매체

로 비디오를 표현해왔다. 아날로그 비디오는 게릴라적 정치성과 중

적 접근성, 친 성을 바탕으로 급진적 미학과 일상적 화문화의 변

화를 동시에 가져왔지만, DVD 및 디지털의 등장 이후, 아날로그 비

디오의 시 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로도윅이 말하듯 화학

은 언제나 기술 변화의 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는데, 이 시기에 

화들은 ‘ 화란 무엇인가’에 한 정체성에 한 질문을 제기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화학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을 옹호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상을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러

나 낡은 매체와 새로운 매체 사이에는 불연속성만큼이나 많은 연속성

이 있다.46) 즉 아날로그 비디오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미학적, 

기술적 본성들인 즉시성과 동시성, 시간 전환, 유동적 스크린, 공간적 

몽타주 등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필름 화의 시공간과 관람성에 향

을 미치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본성들이 이후 편집 소프트웨어와 

DVD,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망라하는 디지털 비디오에 의해 포

용될 때 아날로그 비디오는 디지털 시 에도 자신의 잠재적 삶을 유

46) 로도윅, 디지털 화 미학,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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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그런 점에서 아날로그 비디오는 단지 소멸한 낡은 미디어가 

아니라, 필름 화의 관람성 및 미학적 가치를 변형한 동시에 디지털 

및 인터넷을 통한 무의식과 관람성의 일부를 예고한 미디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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