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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초기 영화 속 다양한 ‘속도 기계’들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대 문명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에 관해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에

서 20세기 초까지의 기술적 전환기에 속도-시각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파급된 

가속화 현상과 시계(視界)의 확장, 공간 분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6S1A5B8914175) / 이 글은 2017년 4월 8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현대영화연구소 제

1회 학술대회 ‘영화와 테크노컬처럴리즘 : 영화기술주의, 인류, 시네마테크’에서의 발표문의 

범위 및 내용을 확장⋅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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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간의 시선과 태도, 테크놀로지와 사회 구조의 

관계,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세계 공영의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속도 

테크놀로지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양가적 관점과 감정, 경험과 상상 등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자동차 경주를 촬영한 기록영화 

또는 자동차의 폭발이나 통제 불능 상태를 다룬 트릭영화에는 가속화에 대한 인

간의 욕망과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적 경험

을 선사하는 여러 종류의 ‘기차 영화’에는 서구 사회의 근대적 발전상과 함께 노

동-계급 문제로 점철된 어두운 이면이 노출되어 있다. 셋째, 차별적이고도 위계적

인 공간 분화 경향을 보이는 풍경 영화, 여행 영화, 보도 영화, <달세계 여행>로 

대표되는 초기 극영화 등에는 자본주의, 내셔널리즘, 제국주의 등에 의한 인류 공

존의 왜곡된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기차, 우주선 등 근대

적 속도 장치들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 심리적 반응 등을 통해서는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도로와 철로, 도시의 구조 등을 통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계 각지 및 우주 공간 등을 통해서는 인간과 타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초기 영화, 속도, 테크놀로지, 문명,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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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초기 영화1)에 대한 기술적 해석은 주로 영화의 존재론이나 

등장 배경, 또는 영상 언어의 양식적 측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도 그럴 것이, 여타 근대적 발명품의 경우처럼, 영화의 탄생 및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요소가 테크놀로지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반면, 영상 필름의 단편성, 표현 기법의 패턴화, 그리고 거닝(Tom 

Gunning)이 제시한 ‘어트랙션(Attraction)’ 등으로 점철된 초기 영화의 외

형적 특성에 기댄 채, 테크놀로지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과 태도가 텍

스트 내부에 어떻게 투영 혹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충분한 관

심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 탄생 이전부터 초기 

영화 시기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킨 핵심적인 요인 중 하

나가 다름 아닌 테크놀로지의 진전에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설령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다소 원시적이고도 초보적인 수준

에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초기 영화 속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입장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영 혹은 반영되어 있

었으리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생긴다. 초기 영화 속 기술 문명의 재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문명에 인간의 인식과 태도의 단면들을 발견

1) ‘초기 영화(The Early Cinema)’에 대한 시기 구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존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978년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린 국제필름보관소엽합

(Federation Internasionale des Archives du Film) 학회에서 1900년부터 1906년까지의 영화들

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초기 영화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정찬철, ｢초기 영화 연구: “원시적 재현 양식” 및 “매혹영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6, 1쪽)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제작⋅공개되기 시

작한 1895년부터 1906년까지를 초기 영화 시기로 상정하고자 한다. ‘브라이튼 학회’에 대한 

설명은 톰슨(Christine Thomson)과 보드웰(David Bordwell)의 책에도 소개되어 있다.(크리

스틴 톰슨⋅데이비드 보드웰, 주진숙 외 역, �세계영화사: 영화의 발명에서 무성영화 시대

까지�, 시각과언어, 2000, 81쪽) 또한 �옥스퍼드 세계영화사�에서도 ‘초창기 영화’의 시간

적 범주를 “영화의 출현에서 대략 1906년에 이르는 시기로” 잡고 있다.(제프리 노웰 스미스 

외, 이순호 외 역,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 열린책들, 2006,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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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기 영화 시대의 영상 텍스트를 살펴보건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부가된 ‘속도(速度, Speed)’의 변화와 위력을 매개로 테크놀로지와 

(과학)문명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상(像)이 드러나는 예들이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는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에 걸쳐 유행한 보도, 

풍경, 여행, 트릭 영화 텍스트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연구 대

상으로 삼아, 이들 기록영화 풍의 단편 필름과 간단한 에피소드로 구성

된 극영화의 화면 속에서 과학기술의 산물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끈 속도의 테크놀로지가 무엇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근대 기술 문명에 대한 당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분석한다. 즉, 사실적 움직임을 구현해내려는 인간의 욕망

과 시각적 메커니즘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탄생한 영화가 속도의 

기계 장치와 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자신의 존재 기반인 기술 문명을 

어떻게 시각화, 서사화, 주제화하는가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술적 전환기에 테크

놀로지 자체는 물론이고 인간 사회와 테크놀로지의 관계, 나아가 사람들

의 세계관과 인류 문제 등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 

이면에 자리한 역사적 흐름 및 시대 정신, 사회 환경 및 사상적 배경 등

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테크놀로지의 총체적 집

약 과정을 거쳐 탄생한 영화가 다양한 테크닉적 실험을 통해 자신의 매

체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 가던 때에 그 텍스트 내부에서는 동시기 

주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시선과 관점, 경험과 상상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명하려 한다. 

이는 영화사 초기 영상 테크놀로지와 동시기 주요 테크놀로지 간 상호 

관계에 관한 탐구의 시도이자,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문명에 끼친 영향을 

영화 매체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시공간과 속도-근대 문명-기술 및 기계’를 연결시킨 

다양한 학문적 고찰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늘

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2000년대 말에는 “바퀴와 속도를 통하여 문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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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적을 새롭게 추적”한 집단적 연구 사례도 있었다.2) 속도와 문명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유의미한 학술적 접근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그 구

체적인 양상이 속도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근대적 기제인 

영화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하는 데까지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탐

구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2010년대 들어서는 영화 속 속도에 

의한 충돌의 사태와 이미지가 인간의 (무)의식적 내면을 어떻게 표출시

키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물이 출간되기도 하였다.3) 척박한 연구 환경

을 고려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나, 속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

였고 초기 영화 관련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파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수용하는 

동시에 그 학술적 지평을 초기 영화(사) 분야로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2. 가속화에 대한 욕망과 불안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Auguste and Louis 

Lumière)가 파리의 그랑카페(Grand café)에서 자신들이 발명품인 시네마

토그래프(Cinématographe)로 촬영한 단편 필름들을 일반 시민에게 유료

로 상영한 일은 영화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공

개된 영화들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라 시오타 역에서의 열차의 

도착(L’Arrivé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이었다.4) 당시 관객들 

중 일부가 스크린 상의 환영을 현실의 광경으로 혼동하여 자리를 피하였

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5) 

2) 임정택 외, �바퀴와 속도의 문명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22쪽. 

3) Karen Beckman, CRASH: Cinema and the Politics of Speed and Stasis, Duke University 
Press, 2010.

4) 시네마토그래프 출현과 거의 비슷한 시기 ‘비오스코프(Bioscop)’를 개발하였던 독일의 스클

라다노프스키Max Skladanowsky)도 “(프랑스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그랬던 것처럼) 열차의 

도착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볼프강 야콥센⋅안톤 케스⋅헬뭍 프린츨러 엮음, 이준서 역, �
독일영화사 1: 1890년대∼1920년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34쪽. 

5) 이와 관련하여, 로버타 피어슨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에 따르면, 앞으로 달려오는 영화 속 

기차가 무서워 관객들은 피신하기 위해 의자 밑으로 숨기도 하였다.”라고 소개한다. 제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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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적 체험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지

만, ‘흑백’과 ‘무성’이라는 이미지와 사운드 기술의 미메시스(mimesis)적 

한계 속에서도 이 작품은 어찌하여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톰슨과 보드웰은 “뤼미에르의 카메라맨이 동작의 많은 측면을 강조하기

에 좋은 지점을 골랐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지목한다.6) 일리 있는 지

적이긴 하나, 그 ‘좋은 지점’이 과연 주요 피사체가 지니는 어떠한 ‘동작’

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 또한 있어 보인다. 

영화에서 카메라-관객의 시선의 방향과 충격의 강도를 견인하는 핵심

적 피사체인 ‘열차’에 주목해 보자. 그것이 뿜어내는 운동감과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속도감이 시선을 압도한다. 당시 영사된 여타 영상물들에

서 화면 속 움직임의 주체는 대개 인간인 반면 이 작품의 경우 기차, 즉 

기계 장치라는 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7)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선구적이고도 본격적인 통찰을 제시한 폴 비릴

리오(Paul Virilio)는 인류 ‘속도 문명’의 역사에 세 차례의 혁명이 발생하

였는데, 그 중 첫 번째가 19세기 ‘운송 혁명’이었다고 주장한다.8) 그에 

따르면, 근대적 운송 혁명의 결정적 계기는 “차량, 선박, 비행기처럼 달

리는 기계의 발명”에 있었다.9) 이러한 변화를 가히 ‘혁명’으로 볼 수 있

는 이유는, 기존 서구 학자들의 견해에 동조하여 문병호가 강조하는 바

대로 “속도 문명은 공간과 시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 동력은 “기차,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속도 기계들”로부터 

노웰 스미스 외, 이순호 역, 앞의 책, 41쪽. 
6) Kristin Thompson⋅David Bordwell, HS MEDIA 번역팀 역, �FILM HISTORY An 

Introduction�, HS MEDIA, 2011, 34쪽. 
7) 물론 이 작품 내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이는 ‘열차의 도착’ 이후에 수반되는 부가적 

행위로 비추어지며 운동감과 속도감의 측면에서 있어서도 다소 미약하게 느껴진다. / 한편, 
벡맨(Karen Beckman)에 따르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면뿐 아니라 화면 속 

기차의 빛나는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비추어지는데, 이로 인해 ‘근대적 기계(modern 
machines)’로서의 기차가 선사하는 ‘근대적 광경(modern landscape)’의 시각적 효과가 유발

된다. Karen Beckman, op.cit., p.34. 
8) 비릴리오는, 2차 혁명을 20세기의 매체 혁명, 3차 혁명을 이식(移植) 혁명으로 제시한다. 문병

호, ｢속도 문명의 이해｣, 임정택 외, �바퀴와 속도의 문명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46쪽. 

9)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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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다.10) 

특히나 자동차의 파급력이 컸다. 1769년 프랑스의 포병 장교였던 퀴뇨

(N. J. Cugnot)가 대포 운반용 수레를 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된 자동차의 

발달은, 1801년 영국의 트레비식(R. Trevithick)이 고안한 증기 자동차를 

경유하여 1886년 독일의 고틀리프 다임러(Gottlieb Daimler)와 칼 벤츠

(Karl Benz)가 개발한 가솔린 자동차 시대에 이르러 획기적인 계기를 마

련하였다. 이때까지 자동차는 자전거, 마차, 기차 등과 기술적으로 공통

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특별히 자전거와는 “19세기 말의 사람들이 지녔

던 이동에 대한 욕구나 가속에 대한 욕구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기계’라

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었다.11) 그러다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

에 이르러 이 둘 간의 공유 지점에 균열이 가해지게 되었는데, 이유는 다

름 아닌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졌”다는 데 있었다.12)

이로 인해, “자동차는 1890년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20세기 초엽에

는 주요 운송 수단”으로 자리하였다.13) 그러면서 1896년 최초로 자동차 

관련 잡지가 발간되고 1898년에는 국제적 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

리기도 하였다.14) 이와 같은 흐름 속에 1906년 자동차의 속력은 이미 시

속 200킬로미터를 돌파하게 된다.15)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속도를 둘러

싼 동시기 사람들의 근대적 욕망이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16) 그리고 

이는 동시기 자동차 경주 현장을 촬영한 기록 단편 필름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04년부터 1916년까지 미국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서 매년 개최된 밴

10) 문병호는 이들 “속도 기계들에 의해 가속적으로 지배된 공간은 더 이상 자연적⋅물리적 공간

이 아니고 기계와 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공간이다.”라고 부연한다. 위의 글, 57쪽. 
11) 쿠르드 뫼저, 김태희⋅추금환 역, �자동차의 역사�, 뿌리와이파리, 2007, 30쪽. 
12) 위의 책, 31쪽. 
13)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282쪽. 

14) 최초의 자동차 잡지는 ≪프랑스 자동차(La France Automobile)≫였고, 최초의 인터내셔널 카 

레이싱 구간은 파리-암스테르담 사이였다. 쿠르드 뫼저, 김태희⋅추금환 역, 앞의 책, 34쪽. 
15)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앞의 책, 283쪽. 
16) 스티븐 컨이 예로 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속도에 대한 광기 어린 욕망”은 선박과 자전

거 등 여타 속도 기계를 통해서도 발현되고 있었다. 위의 책, 277∼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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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빌트 컵 레이스(Vanderbilt Cup Race) 제1회 대회의 광경이 담긴 화면

에는, 직선 주로(走路)를 가로 막은 채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차가 근접해 

올 때마다 도로 양옆으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수많은 군중의 모습이 수

록되어 있다.17)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이 장면을 매개로, 사고의 위험성

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질주를 가능한 가까이 목격함으로써 속도에 대

한 경험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당시 대중의 (무)의식을 읽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생성되는 “긴장감과 쾌감”은 영화의 형식과 어우러

져 ‘가속화’에 대한 “심미적 만족”으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18) 밴더

빌트 컵 레이스를 비롯한, 1900년대에 만들어진 자동차 경주 장면을 찍

은 여러 필름 속에서 공통적으로 카메라가 곡선 구간에 위치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19)

아직 카메라 몸체는 고정되어 있었으나 피사체의 역동적 움직임을 반

복해서 포착하기에 최적의 자리로부터 촬영된 이들 장면에서, 자동차들

은 흙먼지를 날리며 거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정해인 경로

를 통해 순차적으로 통행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속도에 대한 제어가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영상들 속에는 속도 조절에 실패한 일부 자동차가 충돌 또는 

전복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20) 이를 통해 나날이 가속화되어 인간

의 통제 범주를 벗어난(혹은 벗어날지 모를) 기계 장치의 위험성이 자극

적으로 발산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가속화 현상에 대한 암울한 진단을 

내린 비릴리오는, “가속화되는 사회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무엇을 통해 향하는지도,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속도라는 소용돌이에 빠져 물리적인 공간은 점차 해체”

되기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21) 

17) 유튜브(https://www.youtube.com/) : <Auto Race: The 1904 Vanderbilt Cup> 

18) 문병호, ｢가속화 과정으로서의 근대화｣, �담론201� 11권3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8, 43쪽. 
19) 유튜브(https://www.youtube.com/) : <Race Cars, 1900’s-Film 95142>, <Motor Racing 

(1900-1909)> 등. 이는 <Automobile Parade 1900>와 같은 자동차 퍼레이드를 촬영한 영상물

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20) 유튜브(https://www.youtube.com/) : <映像的世紀 01: 二十世紀的開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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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영화 중에는 일상을 배경으로 하여 자동차 사고의 다른 유형을 

다룬 사례도 있었다. “특수 효과 촬영들로 유명”세를 타던22) 영국의 초

기 트릭영화(Trick Film) 가운데 하나인 세실 헵워스(Cecil Hepworth)의 

<자동차의 폭발(Explosion of a Motor Car)>(1900)이 대표적 경우이다. 1

분 30초 가량의 필름에 담긴 영화 속 이야기 줄거리는 꽤 단순하다. 한적

한 주택가 도로이다. 2명의 행인이 차례로 거리를 지나간다. 전방에서 승

합차 한 대가 근접해 온다. 차에는 운전사로 보이는 남성과 뒷자리의 남

성이 왼편에, 또한 각각 그 오른쪽 옆자리에 화사한 차림의 여성 2명 등 

도합 4명이 타고 있다. 화면에 다다를 즈음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한다. 

한 경찰관이 등장하여 본체 잔해 쪽으로 다가 간다. 위를 올려 보다가 급

히 놀라 몸을 피한다. 하늘에서는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옷가지와 소

지품이 떨어져 내린다. 경찰관은 그것들을 살펴보며 수첩에 기록한다. 

화면 상으로는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인과적 단서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이러한 장면이 자동차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달리는 자동차가 화면 쪽으로 다가오다가 갑

자기 폭발해 버리는 설정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속도’라는 관점에

서, 자동차라는 기계의 물리적 속력보다는 자동차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

술 문명에 의해 지배되는(혹은 지배될)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영화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23) 하우저(Arnold Hauser)는 ‘문

화적 문제로서의 기술’에 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의 전역사는 표현의 기술적 수단의 계속적인 혁신과 개선의 역사라

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발전은 이들 수단의 

남김없는 활용과 지배의 과정으로, 능력과 의도, 표현매체와 표현내용이 조

21)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그린비, 2013, 246∼247쪽. 
22) Kristin Thompson⋅David Bordwell, HS MEDIA 번역팀 역, 앞의 책, 17쪽. 

23) 같은 맥락에서, “기차와 달리 자동차는 빠르고 공간을 집어삼키는 악마라기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기술로 간주되었다. 또한, 자동차는 가끔 운전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면에서 이동

이 불가능하기도 한 기술이다.”라는 영화에 대한 벡맨의 설명은 설득력을 지닌다. Karen 
Beckman, op.ci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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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일치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이런 정상적 발전이 중단되고 

기술의 진보가 지적 성과를 누르고 우위에 서게 된 것은 좀더 복잡하고 좀

더 다양한 기계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기보다, 경제번

영에 자극된 기술발전의 빠른 템포를 인간의 정신이 따라잡지 못하게 된 현

상 때문이었다.(강조-인용자)24)

이를 <자동차 폭발>에 적용시켜 보면, 단순히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물체(차체)가 움직이고 있음이 중요한 것이다. 

화면 자체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고정된 카메라 시점에서, 동시에 그 상

태의 관객 시점에서 동일한 속력의 자동차는 화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빠르게 감지된다. 이를 통해 가속도가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시각적 경

험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기술의 발달은 쉼 

없이 지속되는 데 반해 인간의 사고와 문화가 정체될 때 생기게 될 양자 

간 격차와 불균형. 여러 사람들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하여 

마술처럼 증발해 버린다는 영화적 상상은 바로 여기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만하다. 

철학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마무라 히토시(今

村仁司)에 의하면 데카르트가 제시한 근대적 주관성 이념, 즉 ‘코기토

(Cogito)’ 정신의 토대는 다름 아닌 ‘기계론적 세계상’에 있었다. 이로부

터 “전체를 개체(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개별체, individual)로 분해한다

고 하는 정신”이, 다시 ‘나는 생각한다.(코기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도출되었던 것이다.25)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른 가속적 기

계 장치의 출현, 그리고 기술 발달의 가속화 등을 거치면서 속도에 대한 

개념 자체에 변화가 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스티븐 컨(Stephen Kern)

은 “자동차 등 모든 가속화 기술은 최소한 이중의 영향을 미쳤”는데, “첫

째, 존재의 속도를 가속화시켰고, 둘째, 지나간 세월의 기억, 모든 개개인

24) 아르놀트 하우저, 염무웅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자연주의와 인상주의 영화의 시대�, 
창비, 2016, 184쪽.

25) 이마무라 히토시, 이수정 역,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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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의 내실을 느린 것으로 변질시켰다”고 설명한다.26) 여기서, 속

도의 상대적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기술의 발전과 

가속화에 따라 근대적 사고를 떠받치던 개인적 주체에 대한 믿음에 균열

이 가해지고 그 불안감이 자동차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되어 영화 속에 

반영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당대인들의 시대적 체험, 특히 도시에서의 현실적 

삶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국 멜로드라마와 근대 사회의 관련성을 파헤친 

책에서, 벤 싱어(Ben Singer)는 짐멜(Georg Simmel), 애덤스(Henry 

Brooks Adams), 울스턴(Henry Woolston) 등을 예로 들며 “세기 전환기 

당시의 사회 논평가들은 근대가 신경 자극,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적 위

험에 있어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매달려 있었”음을 지적한

다.27) 그에 따르면, “특히 전차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대도시 교통에 대한 

공포”가 팽배하였는데,28) 이는 당시 발행되던 잡지나 신문의 지면에 실

린 삽화 등을 통해 표현되곤 하였다. 그리고 “대중들이 막 전차라는 교통

수단에 적응하려던 바로 그때 또다른 위험, 즉 자동차”로 근대를 둘러싼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의 중심 모티프”가 옮겨지게 되었다.29) 그러면서 

강력한 차체와 빠른 속력을 무기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

는 자동차의 횡포를 담은 그림들이 지면에 채워졌고,30) 자동차에는 통제 

불가능한 도시 속 무법자 이미지가 덧붙여지게 되었다. 

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통제 불가능성은 비단 행인이나 운전자 개개인

의 차원에서만 상정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큰 문제는 공권력으

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초기 

영화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26)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앞의 책, 325쪽. 
27) 벤 싱어,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105쪽. 

28) 위의 책, 111쪽. 
29) 위의 책, 122쪽. 
30) 1903년 10월 22일자 ≪라이프≫지에 실린 <쫓기는 자들의 삶>이라는 그림과 1907년 10월 

17일자 ≪라이프≫지에 실린 <도시 근교에서의 생활 지침: 걸을 수 있는 곳으로>라는 그림

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의 책, 130∼1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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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영국영화의 선구자인 월터 로버트 부스(W.R. Booth)가 제작한 2분 

30여초 분량의 <자동차 여행자(The (?) Motorist)>(1906)를 들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간단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화는 사실

성(Realism)보다는 공상적인(Fantastic) 면을 더욱 드러내기도 한다.31) 화

면에는 운전하는 한 남성과 그 옆의 한 여성이 탄 자동차가 경찰관을 비

롯한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 

공간 이동의 상황이 신(Scene) 구성 및 편집 기법을 통해 표지된다. 자동

차가 통행하는 주요 장소는 ‘(1) 길거리 (2) 건물 (3) 도시 위 (4) 구름 위

와 달 표면 (5) 토성 (6) 대기와 건물 지붕 (7) HANDOVER COURT 안 

(8) 길거리’ 순이다. 카메라의 변화는, 현실 공간인 (1), (2), (7), (8)에서

는 거의 없으며, 하늘 공간인 (3)부터 (5)까지는 횡적으로(Pan right), 자

동차가 떨어지는 (6)에서는 종적으로(Tilt down) 움직인다. 이 영화에서

는 사건 및 배경의 설정과 이동 경로, 이야기 종결 방식 등에 독특함이 

묻어나 있다. 먼저, (1)에서 자동차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을 매달

고 가다가 떨어뜨려 밟은 후 계속해서 따라 오는 그를 뒤로한 채 (2)의 

벽면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다음으로, (3)부터 (6)까지는 자동차

의 형상과 배경 그림이 합성 화면을 이루며 이어진다. 애니메이션 형식

을 취한다는 점에서, 자동차가 건물 벽을 타는 (2)와 법정 내부를 통과하

는 (7)에서의 합성 화면과도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8)에서는 멈추

어진 자동차 쪽으로 경찰관과 법정 사람들이 다가 오지만 자동차는 갑자

기 마차로 바뀐다. 그리고 이들이 ‘대 혼란(Great confusion)’32) 속에 어

리둥절해 있는 사이, 남자와 여자는 다시금 변신한 자동차를 타고 그곳

을 빠져 나간다. <자동차의 폭발>의 폭발 부분에서처럼 트릭적인 편집 

기법이 사용되었다. 

31) 이러한 변화는 “속도와 운동에 대한 영화적 능력의 반영”이자 “개인의 행위와 인지적 반응 

조절을 필요토록 하는 교통 현상이 포착된” 도시적 삶의 산물이기도 하다. Barbara Mennel, 
Cities and Cinema,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8, p.4. 

32) Low, Rachael⋅Manvell, Roger⋅Richards, Jeffrey, The history of the British film [Volume I] 
1896-1906, Routledge, 1997,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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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자동차의 폭발>에서든 <자동차 여행기>에서든 자동

차라는 ‘속도 기계’에 대한 제어 불발 또는 통제 실패 장면이 과장되고 

코믹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33) 게다가 <자동차의 폭발>에는 마술 

기법이 응용되었으며, <자동차 여행기>에는 공상적 허구 세계가 펼쳐졌

다. 현실계에서는 발생될 리 만무한 일들이 화면을 수놓으면서 영화는 

그 흥미를 더해 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묘사가 가벼운 터치로만 이루어

져 있지는 않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든 자동차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개

연성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34) <자동차의 폭발>의 마지막 

장면을 두고 “그 모습이 냉혹하면서도 즐거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35)라는 해석이 내려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사고나 

상식과 벗어난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담은 장면이 영화 속에 침투하여 

재미와 놀람을 유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역시도 속도와 연관 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속도에 대한 저항이 아무리 설득력을 얻어도 세

계는 언제나 속도 쪽을 선택”해 왔다는 스티븐 컨의 언급을 참고하건

대,36)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가속화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라는 

양가적 반응이 영상 화면에 투영된 결과라 할 만하다. 

3. 시계(視界)의 확장과 근대의 양면성

앞서 자동차를 비롯한 속도 기계의 발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화를 

추동하고 이로 인해 분출된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영화 속에 반영되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무고한 희생자들과 힘센 승리자들이 

33) 이와 관련하여, 벡맨은 “초기 영화 속 자동차 묘사에서 이동과 충돌에 대한 스릴이 가장 중

심이 되는 만큼 코미디는 최소한으로 보여준다.”라며 ‘스릴’적 요소와 ‘코미디’적 요소를 분

리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큰 비중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Karen Beckman, op.cit., p.47. 
34) 실제로, 런던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의 숫자는 1892년∼1896년 769명이었으나 1907∼1911

년에는 1,692명으로 비약적 증가세를 띠었다.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앞의 책, 285쪽. 
35) Kristin Thompson⋅David Bordwell, HS MEDIA 번역팀 역, 앞의 책, 같은 쪽. 

36)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앞의 책,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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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내는 도덕적 웅변과 파토스”로 대표되던 초기 멜로드라마의 특징이 

“폭력적 액션, 묘기, 그리고 정교한 기계적 연출기법이 만들어내는 육체

적 위험이나 대참사의 스펙터클로” 전환된 사례에서 확인되듯,37) 이러한 

여파는 시간 예술 장르 일반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영화 예술 특유의 현실과의 밀접성과 영화 매체 상의 특수적 

경향이 존재하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영화가 당시 가장 강력

한 ‘시각 기계’였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한다. 주은우의 말을 빌리자면,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들’을 매개함으로써 시지각 작용이 일어나는 

‘시각장(field of vision)’의 사회⋅역사적 구조”인 ‘시각 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시각 양식’은 “주로 이미지(와 그것을 중심으로 가시성을 배치)

와 시각 테크놀로지(혹은 시각 미디어, 또는 시각 기계)를 통해 작동하며, 

이것들을 통해 담론의 질서 및 권력관계, 생산관계와 연결”을 이룬다. 그

리고 근대적인 시각 체제 자체가 19세기와 20세기를 통과하며 “크게 동요”

되었던 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경험이 결부되어 있었다.38) 

이와 관련하여, 주은우는 (1) “파노라마적 시각경험”을 제공한 기차(여

행), (2) 현실을 “구경거리화” 시킨 도시(와 도로), (3) “시지각의 불완전

성”에 기반을 둔 광학기구들을 그 핵심적 요소로 지목한다. 그런데, 위에

서 (3)은 영화라는 ‘시각 테크놀로지’의 근간이 되었고 (1)과 (2)는 초기 

영화의 텍스트 내부를 자주 채우던 ‘이미지’였던 바, ‘원근법’으로 대변

되는 근대적인 시각 체제의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시

기였던 초기 영화 시대에 영상 테크놀로지를 통해 기차와 도시가 어떻게 

이미지화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39) 

여기서, 근대적인 시각 체제로서의 원근법이 초기 영화 시기인 19세기

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효력을 잃게 된 중대한 요인들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생긴다. 먼저, 원근법을 통해 구축되어 있던 근대적 공간 질서

37) 벤 싱어, 이위정 역, 앞의 책, 141쪽. 
38) 주은우, ｢속도, 시각, 현대성: 시각체제의 변동과 비릴리오의 질주학적 사유｣, �한국사회학�

47집4호, 한국사회학회, 2013, 3쪽. 

39) 위의 논문,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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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너지는 데 속도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속도의 증가로 

‘시간의 가속화(the acceleration of time)’가 진행되고 결국 “공간 중심의 

문명은 이렇게 서구 근대화에 내재된 속도에 의해 해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곧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가속화 경향이 “공간 중심

에서 시간 중심으로” 근대 문명의 전환을 견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40) 다음으로, 원근법의 핵심 요소라 할 만한 소실점과 투시점은 영화

의 기술적 기반인 카메라 원리와 장치로 흡수되었다. 즉, “소실점과 투시

점은 렌즈의 초점을 통해 정의되고, 렌즈를 통해 기계적으로 대응”됨으

로써 투시적 시선 체제 자체가 ‘기계화(mécanisation)’되었던 것이다.41) 

또한 카메라 옵스큐라와 사진을 거쳐 영화로 오면서 그 정도는 점차 강

화된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근대적 속도 기계인 기차와 초기 영화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기차의 동력은 18세기 산업

혁명의 도화선이 된 증기기관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와트 (James Watt)에 의해 고안된 증기기관은 면직물 산업을 경유하여,42) 

“동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운송 분야에 적용되었다. 처

음에는 선박에 응용되었으나, “더 큰 도전”은 기차를 통해 이루어졌다.43) 

1804년 트레비식(Richard Trevithick)에 의해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1825년 영국에서 스톡턴-달링턴(Stockton & Darlington Railway) 간 철로

가 개설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륙과 미국을 위시한 북아메리카 

대륙 등에 급속히 철도 노선이 갖추어져 갔다. 그러면서 기차는 강력하

게 작동하는 증기기관의 회전력과 이에 따라 생성되는 가속력을 자랑하

며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근대적 기계로서의 면모를 발산하였다. <라 시

오타 역에서의 열차의 도착>에서의 기차를 통해 근대 사회의 일면을 관

40) 문병호, 앞의 글, 32∼33쪽. 

41)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111쪽. 
42) 1764년 영국에서 제니 방적기(spinning jenny)가, 1794년 미국에서 조면기(cotton gin)가, 

1800년대 초 프랑스에서 자카드식 문직기(Jacquard loom)가 발명되었다. 
43) 다니엘 R. 헤드릭, 김영태 역, �테크놀로지: 문명을 읽는 새로운 코드�, 다른세상, 2016,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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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지점에 존재한다. 

한편, 기차의 등장이 사람들의 시각적 경험에 미친 영향 역시 매우 컸

다. 승객들은 기차 밖으로 연출되는 파노라마(Panorama)를 통해 세상을 

다시금 응시하게 되고 그때까지 미처 체험하지 못한 시공간적 감각을 느

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기차가 보유한 속도(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움

직이는 기차 내부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카메

라에 찍힌 영상을 스크린을 통해 응시하는 일과도 일견 유사성을 띠는 

것이었다. 비릴리오는 원격위상학적 견지에서 “시각기계가 곧 속도기계

라”고 단언한다.44) 더구나 휴즈(Stephen Hughes)의 말대로, 19세기 말 기

차를 비롯한 “공공 교통의 발전은 영화의 성장 및 성공과 동시에 일어

난” 것이었다.45)

이에, 초기 영화의 장르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풍경 영화(Scenics)’ 

중에서는 운행하는 기차의 시점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일련의 작품들이 

주조를 이루었다. 당시 “움직이는 차량 위에 카메라를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이동하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팬텀 라

이드(Phantom rides)’가 유행하였는데,46) 특히 기관차 가장 앞부분의 시

점으로부터 전방을 기록한 필름들이 새로운 시각적 세계(:視界)를 선보

이며 인기를 끌었다. 

“팬텀 라이드의 전형적인 영화”라 할 만한, 영국 워릭(Warwick)의 무

역회사에서 제작된 <엔진 프런트에서의 풍경: 반스테이블로부터 일프라

콤까지(View from an Engine Front: from Barnstable to 

Ilfracombe)>(1898)가 유명하다. 이 작품은 1874년 개통된 반스테이플과 

일프라콤 간 철로를 달리는 기관차의 맨 앞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찍

은 작품이다. 필름에는 반스테이블의 도시 구간에서 들과 하천, 산과 터

널 등이 펼쳐져 있는 교외의 일프라콤까지의 여정이 빠짐없이 담겨 있

44) 주은우, 앞의 논문, 19쪽. 
45) Stephen Hughes, Chennai Not Madras: Perspectives on the City, Marg Publications, 2006, 

p.40. 

46) Kristin Thompson⋅David Bordwell, HS MEDIA 번역팀 역, 앞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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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차는 쉴 새 없이 달리고 이에 동조하여 화면 또한 원 쇼트로 구성

되어 있다. 기차 자체의 속력은 빠르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다가오

는 철로의 연속성과 끊임없이 펼쳐지는 주위의 풍물 및 경관들로 인해 

그 속도감과 입체감은 꽤나 크게 전달된다. 

동시기 미국에서도 기차를 촬영하거나 기차에서 바라본 외부 세계를 

기록한 일련의 영화들이 유행처럼 만들어졌다. 주로, 미국 초기 영화 산

업을 이끌던 에디슨(Edison)영화사나 바이오그래프(Biograph)영화사에서 

제작된 대개 1분 전후의 단편 필름들이었다. 팬텀 라이드 양식의 작품들

이 많았으나, 모두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펜실배

니아의 홀슈 커브(Horseshoe Curve Pennsylvania)>(에디슨, 1900)처럼 교

외 풍경을 배경으로 복잡한 선로와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다른 기차의 모

습을 일부 담은 사례도 있었고, <그랜드 트렁크의 사니아 터널(Sarnia 

Tunnel Grand Trunk)>(바이오그래프, 1903)처럼 캐나다와 미국 간 주요 

철도 라인의 속도감을 맞은편 여객열차, 화물열차, 다가오는 터널 등을 

통해 극대화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엘스터-델라웨어 기관차(Ulster And 

Delaware Switcher)>(바이오그래프, 1906)처럼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던 

옆 선로의 기관차를 추월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예도 있었다. 기차의 형

상이 주요 피사체로서 화면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센트럴 저지 필라

델피아 익스프레스(Philadelphia Express Jersey Central)>(에디슨, 1897)에

서는 기차가 보는 이를 기준으로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익스프레스(Empire State 

Express)>(에디슨, 1905)는 <라 시오타 역에서의 열차의 도착>과 유사한 

화면 구도를 공유한다. 

시계의 확장으로 인해 당시 관객들은 시각적 즐거움을 경험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에 따르면, 당시 서유럽 

지역에서 만큼은 “19세기 중반부에 종결된 철도에 대한 문화적이고 심리

적인 동화와 함께 여행 중 느끼던 불안은 사라져버”렸으며,47) 더구나 팬

47)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철도 여행의 역사�, 궁리, 1999,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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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라이드 영화는 “전방을 볼 수 있는” 운전자의 시점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 이외에는 지나쳐 버리게 되는 풍광들”로 제한된48) 열차 객석의 시

각적 한계 너머의 시야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소의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가해지기도 하였을 것

이다. 전방을 향한 운동 및 시선 설정 상태에서 선로의 모양이 직선과 곡

선을 오가며 변화를 거듭한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보

다 근본적으로는 기차의 이동과 카메라의 기록 과정을 거치며 “유동화된 

시각과 상대화된 시점”이 원근법을 근간으로 하는 “중심적 시점을 해체

시켰”기 때문이다.49) 문제는, 그러면서 시계는 확장될지언정 대상을 주

시하고 인지하는 주체적 능력에는 제한이 가해질 여지가 생겼다는 데 있

다. 게다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대한 통제능력”이 “렌즈에 대한 통제력

을 가진 자, 즉 찍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상 매체의 메커니즘적 특성 

상, 대중 관객에의 파급력은 보다 거세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기술 재생산(복제) 시대’를 낙관적 시선으로 바라 본 벤야민

(Walter Benjamin)의 사례처럼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서의 영화”가 ‘침

잠’과 ‘집중’을 요구하던 기존의 예술과는 달리 “분산적이고 촉각적인 지

각방식”을 유도하여 “예술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 변화”를 추동한다는 주

장도 있었다.50) 그 바탕에는 “예술적 재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우

라(Aura)’로 대변되는 전통적 예술의 가치와 위력이 붕괴되면서 “일회성

은 반복성으로, 지속성은 일시성으로” 대체되었다는 분석적 통찰이 자리

한다.51) 

그렇다고, 기술의 재생산 혹은 복제가 가능해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사회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란 쉽지 않다. 경제 활동의 가속화 

추세가 인간의 삶에 끼친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대

표적으로, “19세기적인 규모 경제에서 20세기의 속도 경제로 옮아가는 

48) 위의 책, 75쪽. 
49) 주은우, 앞의 논문, 3∼4쪽. 
50) 심혜련, 앞의 책, 63∼64쪽. 

51) 위의 책, 57쪽. 



217함충범 / 초기 영화 속 속도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술 문명의 표상

영화

연구

72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노동을 신체 에너지 지출로 정의”하는 ‘노동과학’

이, 미국에서는 “조직 혁명을 통해 속도 경제의 이행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경영과학’이 부상하는데, 그 여파로 인해 “노동의 인간

학”이 한계에 봉착하였다.52) 경제적 영역 전반에 침투된 속도 경쟁이 사

람들의 실생활에 악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

해 자신의 신체를 혹사시키거나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의 위험성 앞에 

그것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산업혁명과 자본주

의의 상징이라 할 만한 기차가 등장하는 초기 영화를 통해 구현되기도 

하였다. 

에디슨사와 바이오그래프사에서 제작된 ‘기차 영화’53) 가운데는 <블

랙 다이아몬드 익스프레스 리하이 밸리(Black Diamond Express Lehigh 

Valley)>(에디슨) 1902년 판과 1903년 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익스프레

스 뉴욕 센트럴 그리고 허드슨 강(Empire State Express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바이오그래프, 1902), <유령 열차(The Ghost 

Train)>(바이오그래프, 1903) 등 철로 공사 현장을 배경에 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로 개설 작업을 하던 인부들과 그들에게 다가오는 

기차의 모습이 담겼는데, 기차가 최대한 근접해 올 때까지 일을 하다가 

잠시 몸을 피한 뒤 지나가는 열차를 향해 손 흔드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빠르게 지나쳐 가는 기차의 속도감이 대비를 이룬다. 

“다른 어떤 요소와 결합하여 어떤 질료적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을 ‘기계’로 본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

타리(Felix Guattari)의 견해에 따른다면,54) 이를 두고 철로를 개설, 조정, 

수리하는 여타 도구들과 ‘접속’하는 인간의 “손-기계”를 “철로-기계”의 

일부로 보는 데 공감하는 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55) 더구나 “철도는 

52) 안정옥, ｢속도 경제의 부삭과 근대적 주체성: 인간학의 모델, 존재론적 차이와 시민 주체｣, 
�사회와역사� 79권, 한국사회사학회, 2008, 7∼8쪽. 

53) 본고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차 영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당시 전 세

계적으로 “사실상 독립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던 기차 영화는 사실 “뤼미에르에 의해 확

립된” 것이었다. 제프리 노웰 스미스 외, 이순호 역, 앞의 책, 42쪽. 

54) 이진경, 앞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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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로와 교통수단을 기술적으로 가장 밀접한 형태로 연결시”키는 것을 

운동의 메커니즘으로 둔 운송 장치인 바,56) 이 장면은 인간의 존재가 기

계와 다를 바 없는(어쩌면 가장 기계적인) 도구 및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듯하다. 

이를 시대적 환경과 결부시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땅덩어리가 크

고 길이 험한 미국은 철로를 건설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 결과 1840년

에 이미 영국의 2,400km, 유럽 대륙의 1,500km를 상회하는 4,670km의 

철도가 갖추어진 상태였다. 격차는 점점 벌어져, 1870년에는 21,000km의 

철로를 가진 영국의 4배를 넘는 85,300km의 철로를 확보하게 되었다.57) 

그러나 무엇보다, 서구 사회 내 정신문화의 기저를 형성하던 철학적, 

사상적 경향으로부터 그 근원적 토대를 탐색해 볼 수 있다. 17세기에 이

미 홉스(Thomas Hobbes)에 의해 “인간의 세계가 기계로서 만들어지며 

인공 인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인간기계론’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58) 

“기술이 인간의 사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산업사회가 출현하게 

되면서”부터였다.59) 그러나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주장대로 “경

쟁의 증가, 노동의 전문화와 분업화”, 또한 “소유의 불공평한 분배” 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말았다.60) 그리하여, 19세기에는 “현대의 생

활과 문명의 질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1908년 발간된 소

렐(Georges Sorel)의 책 제목과도 같은 ‘진보라는 환상’에 대한 회의가 팽

배해졌다.61) “인류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발달”되어 온 근

대 서구 문명에 균열이 가해지게 된 것인데,62) 그 저변에는 급속히 진행

되던 도시화의 물결이 깔려 있었다. 인구수를 예로 들면, 1851년에서 

55) 위의 책, 126쪽. 

56)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앞의 책, 28쪽. 
57) 다니엘 R. 헤드릭, 김영태 역, 앞의 책, 174∼175쪽. 
58) 이마무라 히토시, 이수정 역, 앞의 책, 124쪽. 
59) 버트런드 러셀, 서상복 역, �러셀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2009, 920쪽. 
60) 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 이정인 역, �근대의 탄생�, 아고라, 2014, 225쪽. 
61) 프랭클린 보머, 조호연 역, �유럽 근현대 지성사�, 현대지성사, 1999, 546∼547쪽. 

62) 김문환 외,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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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사이 런던의 인구는 250만 명에서 390만 명으로, 파리의 경우 

100만에서 190만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63) 미국의 경우 1870년에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던 도시 인구가 1910년이 되면 4,200만 명에 달하였다.64)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도시인들

의 시간 경험은 속도 감각에 압도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하비(David 

Harvey)의 지적대로 “시⋅공간 압축의 주된 추동력”을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끈 주역은 바로 ‘자본주의’였다.65) 자본주의의 고도화는 이미 

18세기 말부터 “노동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 시간이 가치로서 정

의”되도록 유도하였다.66) 철도 개설 공사 현장을 기록한 에디슨사 및 바

이오그래프사 제작 영화 속 노동자들의 모습의 이면에는 이러한 체제적 

조건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철도 영화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해석이 가능

한 것은 화면 속에 “거리의 축소와 고정된 공간의 소멸”, 그리고 “일상생

활의 가속화라는 현상”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다.67) 팬텀 라이드 영화에

서 시공간적 배경 및 감각의 변화에 따라 외부 공간을 둘러싼 기억에 전

에 없던 혼돈 상황이 연출되고 철도 개설 영화에서 연속되는 기차의 운

행처럼 바삐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형상이 마치 기계의 모습처럼 눈에 들

어오는 이유이다. 이 지점에서 “속도가 공간을 해체하고 소멸시”킬 뿐 

아니라 “결국 인간 신체의 해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한 대표적인 속도 비판론자인 비릴리오의 ‘가속화 사회’에 대한 진

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긴다.68)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위협과 공포는 입체적 

공간화에 따른 시각 정보의 확대 또는 속도가 선사하는 짜릿한 쾌감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지각과 상상력”이 “문화 

63) 에릭 홉스봄, 정도영 역, �자본의 시대 1848-1875�, 한길사, 1998, 408쪽.
64) 벤 싱어, 이위정 역, 앞의 책, 101쪽. 
65) 주은우, 앞의 논문, 11쪽. 
66) 이진경, 앞의 책, 219쪽. 
67) 심혜련, 앞의 책, 249쪽. 

68) 위의 책,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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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외재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에 의해 대체되”고 인간의 주체적 의식

이 “산업화된 테크놀로지에 의해 덮어씌워”진,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 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식의 산업화(Industrial Schematization)’ 

과정의 결과론적 현상이라고도 여겨진다.69) “철도 노선과 차량 운영을 

하나의 관리 체제”로 엮은 “수송 독점” 상황 하에 놓여 있던70) 철도 산

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영화들 중 적절한 속도 유지를 통해 도시의 전경

을 다소 차분하고도 역동적으로 제시한 필름들이 눈에 띈다. 마일스

(Miles) 형제들(Harry, Herbert, Joseph, and Earle C)에 의해 제작된 <화

재 전 마켓 스트리트 여행(Trip Down Market Street Before the 

Fire)>(1906)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3,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샌프란시스

코 대지진 4일 전에 촬영된 이 영화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내의 해안 쪽에 위치한 페리 빌딩(Ferry Building)71)을 향해 직선로로 

된 ‘마켓 스트리트’ 위를 통행하는 전차 앞면에서 찍힌 13분가량의 롱테

이크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텀 라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되었으

나, 전차의 상대적으로 느린 속력과 유동적인 운행, 단조로운 선로 형태 

및 구조 등의 영향 때문인지 “공간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의 환영”을 공유

하고 있던 일반적인 ‘기차 영화’에 비해72) 비교적 안정적인 시각적 경험

을 선사한다. 또한 “원 쇼트 이동 영상에서의 트래킹 카메라 움직임의 독

점적 사용”으로 “절대적인 시점이 창조”되기도 한다.73) 그러나 동시에 

도시 공간의 복잡성이 생생하게 묻어나 있기도 하다. 화면의 전방과 양 

측면에서 마차, 자동차, 전차,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소 

69) 이재현, ｢5장 시간, 기억, 기술: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기술철학｣, 이광석 외, �현대 기술⋅미

디어 철학의 갈래들�, 그린비출판사, 2016, 171쪽.
70)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앞의 책, 43쪽. 

71) 1896년 샌프란시스코 출신 건축가인 에이페이지 브라운에 의해 준공되어 1903년에 완성된,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72) 제프리 노웰 스미스 외, 이순호 외 역, 앞의 책, 같은 쪽. 
73) Izabella Füzi, “Mechanical Motion and Body Movements in Early Cinema and in Hungarian 

Film Theory of the 1920s”, Apertúr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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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도로 양 옆에 길게 늘어선 건물들의 기하

학적 이미지와 더불어 대체로 활기찬 분위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광경이 도시 공간이 함축하는 서구 근대화의 모

든 양상을 드러내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초기 ‘보도 영화(Topical)’ 등에 

기록된, 기계 장치와 일체화된 체 생산을 위해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공장 노동자들의 일률적 모습은 다른 차원으로 시계를 확장시켜 비릴리

오의 표현대로 ‘속도의 파시즘’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횡포를 폭로한

다.74)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서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노

출시킨다. 

4. 공간의 분화와 공존의 역설

초기 영화 시기 일련의 기차 영화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계(視界)의 

확장을 경험토록 하였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는 동일 시

간 내에 볼 수 있는 시각적 대상과 정보의 총량이 많아졌다는 것이지, 특

정한 지점에 부여된 주변 공간을 대상으로 한 시야(視野) 자체가 넓어졌

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시점의 변화로 인해 어느 한 공간

에 대한 시각적 집중도나 지배력은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나아가 비릴리

오는 “속도와 매체에 의해서 공간이 소멸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에 의해서 실제 공간인 외부 세계가 또 다시 재편되기에 이르렀”음을 강

조한다.75)

공간의 축소와 재편이라는 거대 변화의 중심에 테크놀로지가 자리하

였던 바, 여기에 “과학기술은 국가주의의 실타래를 더 팽팽하게 다잡았

고 국제 공조를 더욱 쉽게 했지만, 국가 모두가 제국이 되기를 열망하면

서 일련의 위기 속에서 충돌할 때는 국가들을 분열시키기도” 하였던76) 

74) 이진경, 앞의 책, 69쪽. 
75) 심혜련, 앞의 책, 258쪽. 

76)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앞의 책, 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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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정황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러한 양상이 당대 영화 속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초기 영화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팬텀 라이드를 포함하는 ‘풍경 영화’ 

혹은 ‘여행 영화(Travelling shot)’로 불리며 “이국적이거나 친숙한 풍경을 

특징적으로 보여” 준 것들이 유행을 이루기도 하였는데,77) 영화가 보유

한 국제성을 과시하듯 이들 작품에는 세계 각지의 자연 경관 및 일상적 

모습이 다양하게 담겨졌다. 

뤼미에르영화사에서는 이미 1896년부터 외젠 프로미오(Eugène 

Promio), 펠릭스 메기슈(Felix Mesguich), 샤를 무아송(Charles Moisson), 

프랜시스 두블리에(Francis Debrie) 등 주력 기사들을 곳곳에 파견하여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지의 현실 풍경을 보다 생동

감 있게 재현하기 위한 여러 기법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

미오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경관을 촬영하면서 “곤돌라에 삼각대와 카

메라를 설치”하였고 이집트 나일강 촬영 당시에는 “움직이는 보트에 카

메라를 설치”하였다.78) 이러한 표현 방식은 동시기 영화인들에게도 커다

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당시 필름들을 보면 촬영 배경지의 근대화 정도나 규모에 따

라 영상이 분출하는 속도감이 다소 다르게 느껴짐을 알 수 있다. 그도 그

럴 것이, 런던, 파리, 베를린 등 대도시를 촬영한 영상물에서는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을 배경으로 분주하게 오고가는 도로나 육교의 사람들, 근

대적인 교통수단, 원형의 대관람차, 계속 뿜어 나오는 공장 굴뚝의 연기 

등이 화면을 채우는 반면, 베니스 등 유럽의 남부 도시나 나일강 등 아프

리카 지역을 선박을 이용하여 찍은 장면에서는 카메라 자체는 이동하고 

있으나 오히려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전달된다. 특히, 인도를 포함한 서

아시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등지를 촬영한 필름에서는 기술적 발전

을 달성한 서구 각 지역과 대비되는 전근대적 생활상이 건물이나 이동수

77) 제프리 노웰 스미스 외, 이순호 외 역, 앞의 책, 42쪽. 

78) Kristin Thompson⋅David Bordwell, HS MEDIA 번역팀 역, 앞의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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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람들의 차림새나 표정 등을 통해 생경하게 제시된다. 물론 같은 문

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일지라도, 일본과 대한제국의 예에서처럼 서구 문

물의 수용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화면 속 속도감에 격차가 표출되기까

지 한다.79) 

여기서, 이와 같은 시지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관점 

및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연유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공업화와 도시화, 과학 진보 등을 거듭하며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속도 증강에 우위를 점해 간 그들이 자본주의적 근

대화를 주도하고 이를 확산시키면서 세계 각지의 공간을 점유-전유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 공간은 분화

를 거듭하게 되었다.80) 이러한 면에서, “시간에 의한 공간 지배의 확장 

경로를” 밟아 온 “19세기 이후 근대적 삶”은 다분히 정치적 활동의 결과

로 남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81) 

문제는 각국의 ‘속도 테크놀로지’ 확보 경쟁이 내셔널리즘-제국주의와 

결합되면서 기술 선점과 타자 지배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였다는 

데 자리한다. 

�속도와 정치�에서 비릴리오는 프랑스 혁명 이래 국가의 정치 권력이 

“폴리스, 치안, 다른 말로 하자면 교통로 감시”에 집중되었음을 지적한

79) 일본 NHK방송국에서 발매한 DVD <영상의 세기(映像的世紀) 11: 일본(JAPAN)> 속에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과 대한제국에서 촬영된 기록 영상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런데, 일본의 경우 다수의 장면들 가운데 도쿄 신바시(新橋) 역전이나 나고야(名古屋)역 기

차 승강장, 인력거나 승합마차 등 근대를 상징하는 공간 또는 피사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대한제국의 경우 남대문 앞이나 전통적 주거지 등을 배경으로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

들의 모습이 다소 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간혹 기껏해야 지게를 지거나 수

레를 끌고 지나가는 이들의 풍경이 낯설음을 자아낼 뿐이다. / 세계 각지에서 촬영된 풍경 

영화나 여행 영화 관련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 : <Victorian Age 1896. 
Milan, London, Paris, Venice and more (rare original footage)>와 <영상의 세기(映像的世紀) 
01: 20세기적 개막(二十世紀的開幕)>을 통해 확인하였다.

80)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도시 공간 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쉬벨부쉬의 지적대로, 산업혁명

과 운송혁명은 “공간적인 폐쇄성의 와해, 도시 지역으로의 넓은 확장”과 함께 “특수화된 구

역들의 발생(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장 지역, 부르주아 계급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도시 구역들)”을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앞의 책, 224쪽. 

81) 주은우, 앞의 논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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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2)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생성된 정치 체제를 ‘질주정(질주

(dromos)의 지배)’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는데,83) 바꾸어 말하면 ‘민주정

(인민(dêmos)의 지배)’의 외양을 쓴 경우라도 근대적 국가 체제 하에서 

민중은 속도의 권리를 빼앗김과 동시에 그것을 소유한 국가의 통제를 받

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위계 관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문병호에 따르면,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언급한 바대로 근대화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전이”를 추구하는 것을 보편적 현상으

로” 규정된다. 그렇기에 각각의 네이션(국가, 민족)은 근대화의 달성 정

도, 즉 근대화를 향한 ‘속도’를 기준으로 문명/야만, 전근대/근대, 선진국/

후진국 등으로의 차별적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84) 

이러한 양상은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초기 영화에

도 반영되었다. 우주 탐험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의 효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멜리에스(Georges Melies)의 <달세계 여행(Le Voyage dans la 

lune)>(1902)를 들여다보자. 

대략 14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거의 대부분 세트 촬영으로 이

루어져 있다. 표현 방식 또한 지극히 연극적인데, 화면에 무대처럼 등장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신(Scene)은 ‘(1) 천문학 회의실, (2) 우

주선 제조 공장 안, (3) 공장 밖, (4) 우주선 승강장, (5) 발사대, (6) 지구

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 (7) 달 표면 1: 착륙 지점, (8) 달 표면 2: 꿈 속, 

(9) 달 표면 3: 이동 지점, (10) 외계인 소굴, (11) 달 표면 4: 내리막길, (12) 

달 표면 5: 낭떠러지, (13) 대기권, (14) 해수면, (15) 해저, (16) 항구, (17) 광

장 1: 단상 앞, (18) 광장 2: 동상 앞’ 등 모두 18개로 구성되어 있다.85) 

82) 폴 비릴리오, 이재원 역, �속도와 정치: 공간의 정치학에서 시간의 정치학으로�, 그린비, 
2004, 68쪽. 

83) 비릴리오는 산업 혁명도 실제로는 ‘질주정 혁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117쪽. 
84) 문병호, 앞의 논문, 44쪽. 
85) 멜리에스 자신은 이 영화가 모두 “18개의 무대장치와 30개의 타블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참고로, 연극 용어로서 무대 공간에 따른 새로운 장면을 의미하는 ‘타블로

(Tableaux)’는 영화로 치면 ‘쇼트(Shot)’ 단위로 환산된다. 송기형, ｢조르주 멜리어스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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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반부까지는 베른(Jules Verne)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1865) 

및 �달세계 탐험�(1870)이, 후반부부터는 웰즈(H. G. Wells)의 �달세계 

최초의 사람들(The First Men in The Moon)�(1901)이 모티브가 된 것으

로 알려진86) 이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전

반부는 천문학자들이 달 탐사를 모의한 후 회장을 비롯한 6인의 탐험대

가 총탄 모양의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후반부는 달에 

도착한 탐험대원들이 달나라 왕국에 잡혀 있다가 탈출하여 지구로 귀환

한 뒤 대중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짧고 단순한 서사 구조로 이루어진 이 작품 속

에도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한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에의 지향이 묻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영화 전반부의 (5) 발사대 신에는 달을 향해 지구를 떠난 천문학

자들을 배웅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주선 발사 직전 

해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프랑스 국기를 앞세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포

함되어 있다. 내셔널리즘 시대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영화임을 감안하면, 

작품 속 이러한 설정이 예견하는 바는 자연스레 연상된다. 그 공간적 배

경이 기술 집적과 산업 발전을 총체적으로 과시하듯 보이는 대도시로 설

정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쉬벨부쉬의 말대로, 근대 사회에서 교통의 

발달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메트로폴리스의 국가의 수렴”으

로 이어졌기 때문이다.87)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해당 장면을 통해 당시 국가주의라는 이념적 전

제 하에서도 계층 간의 차별적 상황이 존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영화에서 달 탐험을 결정하고 직접 강행하는 천문학자들은 지배

층을 대변하고 군인들은 대표적 국가 기구로서의 군대 조직을 구성하며 

<달나라 여행>과 쥘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비교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55집, 
한국프랑스학회, 2006, 398쪽. 

86) 위의 책, 404쪽. / 이수진, ｢창의적 사고, 기술 환경 그리고 새로운 문화 형식: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5집, 한국프랑스학회, 2013, 445쪽. 

87)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앞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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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은 시민권을 지닌 부르주아 계급을 나타낸다. 반

면, 신 (2)에서는 망치 등 연장을 손에 들고 묵묵히 우주선을 만드는 공

장의 노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곳을 방문한 천문학자들의 모습과는 대

조적으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며 쉼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생산 라인 속에서 작동 중인 기계와도 같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계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자연의 통제에서 벗

어난” 인간을 다시 “사회의 통제에 종속”시켰으며,88) 때문에 “기계는 해

방의 수단이자 억압의 수단”이 되었다는89) 멈퍼드(Lewis Mumford) 식의 

해석을 적용해 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달세계 여행> 속 인

물들은 하나같이 활기에 차 있는 바, 당시 특정한 역할을 부여 받으며 국

가의 성원으로 호명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 동질감을 

공유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 

영화 후반부를 살피건대, 해답은 작품에 녹아든 제국주의적 색채 속에 

숨어 있는 듯하다. 주요 공간적 배경이자 미지의 세상인 ‘달세계’는 아직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대자연, 특히 정글의 이미지를 뿜어내는데, 이

는 근대화를 달성한 서구의 눈으로 미개발 상태의 타국, 타지, 타인을 바

라보는 시선과 다분히 유사성을 띤다고 하겠다. 물론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 상에 지구인의 달 침략 서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천문학자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달나라 사람들에 의해 신변을 

위협받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위기로부터 벗어나 탈출에 성공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달나라 사람

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

가 마치 정당방위처럼 비추어진다는 데 존재한다. 그러나 보다 객관화하

여 관찰컨대, 우주 공간을 뚫고 지구에서 달로 진입한 쪽은 바로 지구인

들이다. 이들이 타고 간 총탄 모양의 우주선이 의인화된 달의 표정을 일

88) 루이스 멈퍼드, 문종만 역, �기술과 문명�, 책세상, 2013, 392쪽. 

89) 위의 책, 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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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게 한 바와 같이, 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갑작스레 침입한 지구인

들에게 경계감과 적대감을 표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 간에 이러한 차이가 야기된 근본적 요인은 과연 무엇

일까. 바로, 총탄 형태의 우주선으로 대표되는 속도 기계와 그것을 만들

어 낼만한 테크놀로지의 보유 여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구인들은 

계층을 초월한 유대적인 관계를 토대로 달세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원

주민을 포획한 반면,90) 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왕과 동족들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당대 현실에 맞게 달세계를 식민지로, 달나라 사람

들을 식민지인으로 치환하여 해석의 날을 세워 보면, 이 영화 속에 내셔

널리즘과 제국주의가 결합을 이룬 채 병존해 있음이 간파된다. <달세계 

여행> 제작을 유인한 ‘19세기의 문화 환경’에 대해, 이수진은 당시 “프랑

스에서 근대 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과학주의를 널리 보급하려는 시대적 

요구”가 팽배하였다는 점과 “계몽주의가 더해”졌음을 상기시킨다.91) 더

불어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식민지를 개척하

려는 추동력”이 자국의 “인구적⋅군사적 열등함을 보상해주”는 측면 또

한 없지 않았다.92) 

여기서도 속도 테크놀로지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자리한다. 단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위력을 떨친 “영국의 국가 권력”은 

그 원천이 상당 부분 “속도 기계인 증기기관과 기차를 먼저 발명한” 데 

있었다.93)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이집트와 인도 등지에서 “의도적인 정

책”을 통해 “산업화가 지연되”도록 하였는데,94) 이러한 국가적 ‘횡포’의 

90) 이수진 역시 “달을 정복하고, 그곳의 원주민과의 대결에서 포획한 외계인을 전리품으로 내세

우면서 지구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스토리” 설정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하여 

보고 있다. 아울러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성향은 당시 유행한 쥘 베른의 ‘사이언스 픽션’에서

도 발견된다. 이수진, 앞의 논문, 448쪽. 
91) 위의 논문, 446쪽. 
92) 에릭 홉스봄,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1875-1914�, 한길사, 2013, 183∼184쪽. 
93) 문병호, 앞의 글, 58쪽. 

94) 다니엘 R. 헤드릭, 김영태 역, 앞의 책,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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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에 다른 차원의 ‘속도’를 제어하고 관리하려 한 제국주의적 욕망이 

자리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욕망이, 아직 상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

던95) 우주선을 구현하여 등장시킨 프랑스의 초기 영화 <달세계 여행>에

서는 ‘국민’이 하나 되어 기술 우위를 점한 뒤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당연히도, 비단 영국이나 프랑스만의 일은 아니었다. “산업혁명의 영

향력은 그 발원지인 서구 사회와 서구 문명만을 변환시키는 것에 국한되

지 않았”으며,96) 이것이 제국주의와 결합되면서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

해졌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러일전쟁의 승리(1905)를 계기로 가

장 가까이에 위치한 인접 국가인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러일전쟁 실황을 담은 보도용 기록영화 또는 이를 재

현한(혹은 조작한) 픽션영화 속에서도 러시아 측에 비해 우월성을 담보

한 일본(군)의 속도 테크놀로지가, 특히 총과 대포 등 전쟁 무기들을 중

심으로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97)98) 문명의 이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해 고안된 속도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95) 열기구, 비행선, 글라이더 등의 형태로 비행을 시도한 예는 이미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있었으며, 동력 비행기의 발명 역시 19세기를 통과하며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진정한 비행의 시대”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Orville and Wilbur Wright)에 의해 개

발된 엔진 동력 비행기가 12초 동안 36미터를 나는 데 성공한 1903년 12월 17일 이후로 상

정되는 경우가 많다. 돈 빌리너, 장석봉 역, �목숨을 건 도전 비행: 열기구에서 우주선까지�, 
지호, 2002, 89쪽. / 한편, 인류 최초의 우주선 발사의 성공 사례는, “미국의 로켓 과학자 로

버트 고다드”의 액체 연료 로켓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2.5초 동안 56m”를 날아간 1926
년 3월 16일로 알려져 있다. 팀 퍼니스, 채연석 역,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도전: 우주

선의 역사�, 아라크네, 2007, 7쪽. 
96) 문병호, 앞의 글, 56쪽. 
97) <영상의 세기(映像的世紀) 11: 일본(JAPAN)> 참조. 

98) 초기 영화 시대에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전쟁을 소재화한 작품들은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제

작되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도 1898년 발생한 미국-스페인전쟁(쿠바전쟁)이나 1899년 발발

한 보어전쟁(트란스발), 러일전쟁 등을 재구성한 영화들의 제작이 유행하였다. 장 피에르 장

콜라, 김혜련 역, �프랑스 영화사�, 동문선, 2003, 24쪽. / 한편, 일본에서는 청일전쟁(1894∼
1895) 시기에 전쟁극(연극), 사진잡지, 라쿠고(落語)나 고단(講談), 파노라마 등이 대중에게 

“공유되고, 감상을 자극하며, 열광을 일으킨” 바 있었다. 山本憲児 編著, �日本映画の誕生�, 
森話社, 2011,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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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서운 도구로 전용(轉用)된 극단적 사례라 할 만하다. 

그런데, <달세계 여행>에서 속도 테크놀로지의 구현체로 등장하는 우

주선의 모양 역시 다름 아닌 총탄(혹은 포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점에서 영화 속에 내포된 ‘근대성’의 일면을 타진해 볼 만한데, 쉬

벨부쉬에 의하면 여기서의 근대성이란 “군사적인 기술 혁신(등자, 집단 

병사, 총기)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충격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

니면서 “여러 가지 단일 기계들을 집약적으로 모아 놓은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99) 한편 이 작품이 활력 있는 분위기로 국민 통합을 유도한다

는 것과 연결 짓는다면, 영화 속 속도 테크놀로지가 표면적으로는 근대

(성)를 찬미하며 인류 공존의 메시지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노정된 역설적 상황을 내비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대 현실뿐 아니라 기록 영상을 주시하건대, 여타 작품들에서도 초기 

영화 속에 내포된 인류 공존과 세계 공영의 당위는 그 비현실적 일면을 

드러내거나 반대의 양상을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출하듯 치장을 

하고 낮 시간에 일거에 퇴근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묘사한 <뤼미에르 공

장을 나서는 노동자들(La sortie des usines Lumière)>(1895)은 전자에, 곳

곳에 존재하는 도시 문제를 외면한 채 근대 문명의 화려함만을 강조한 

파리 만국박람회(1900) 관련 기록 영상100)들은 후자에 해당된다. 다른 관

점에서, 포터(Edwin Stanton Porter)의 <대열차 강도(The Great Train 

Robbery)>(1903)의 경우 무력을 동원한 소수의 범법자들에 의해 자본주

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101) 

이들 작품에도 자전거, 움직이는 보도(步道), 기차와 전신과 권총 등 

다양한 속도 기계들이 등장한다는 점과, 영화로 대표되는 근대적 ‘시각 

기계’가 “자연을 해명하려는 과학적 욕망 뿐만 아니라 쾌락과 통치의 욕

99)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앞의 책, 201쪽. 
100) <영상의 세기(映像的世紀) 01: 20세기적 개막(二十世紀的開幕)> 참조. 
101) 그런데, 여기서도 “관객들을 전율케” 한 것은 “불 뿜는 총이나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움직

이는 기차” 등 속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스티븐 C. 얼리, 이용관 역, �미국 영화사�, 예건
사, 199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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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음을102) 동시에 떠올려 보자. 초

기 영화 속 속도 테크놀로지에 의해 표상화된 근대 기술 문명의 양면적, 

양가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고(思 )의 접점은 이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5. 나오는 말

초기 영화 속 속도의 테크놀로지와 기술 문명의 표상에 대해 탐구한 

본고의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경주를 촬영

한 기록영화 또는 자동차의 폭발이나 통제 불능 상태를 다룬 트릭영화에

는 가속화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여러 종류의 ‘기차 영화’에는 서

구 사회의 근대적 발전상과 함께 노동-계급 문제로 점철된 어두운 이면

이 노출되어 있다. 셋째, 차별적이고도 위계적인 공간 분화 경향을 보이

는 풍경 영화, 여행 영화, 보도 영화, <달세계 여행>으로 대표되는 초기 

극영화 등에는 자본주의, 내셔널리즘, 제국주의 등에 의한 인류 공존의 

왜곡된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 

물론, 이들 초기 영화 텍스트에 투영되어 있는 시대적, 문화적 상(像)

들이 각기 독립적이고도 배타적인 경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사한 경향들이 공통 분모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기차, 우주

선 등의 운송 장치(혹은 속도 기계) 역시 그 이미지 및 함의가 명확히 구

분된 채 드러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여행기> 속 자

동차는 건물 벽면과 지붕 위를 달릴 때는 마치 기차처럼, 하늘을 날 때에

는 비행기나 우주선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기차 영화’ 

속 기차에 대한 19세 당시의 은유 대상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총알’이었

던 바,103) 여기서도 우주선과의 공통된 지점이 포착된다. 

102) 임정택, ｢시각기계와 가시화의 욕망｣, 임정택 외, �시각 기계의 문명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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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영화 예술의 발자취를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배경 및 시대 

정신, 미학적 흐름 등과 더불어 거시적으로 조명한 책에서, 정태수는 영화

의 등장 요인에 대해 그 본질적 속성과 결부시켜 아래와 같이 역설한다. 

영화는 산업화로 분열되었던 계급과 소통, 속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

도록 했고, 무엇보다 개별적인 인간 내면의 경험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만드

는 거대한 커뮤니티의 탄생을 견인하였다. 따라서 영화의 등장은 단순한 과

학 기술의 발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오랫동안 인간의 

바람과 꿈들을 실현시킨 역사적 필연성의 결정체인 것이다.(강조-인용자)104)

이를 염두에 두고 이후 세계 영화사를 수놓은 작품과 감독, 사조 및 

장르를 되짚어 보건대, 기실 영화 창작과 존재 가치의 원천은 그것을 둘

러싼 정치⋅경제적 여건 및 사회 환경, 문화적 토양과 사람들의 인식 등

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영화의 예술적, 산업적, 매체적 특성이 수많은 단

편 필름들 속에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형태로 용해되곤 하

였던 초기 영화 시대의 경우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에 초기 영화 속 속도 테크놀로지의 표상을 근대 기술 문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본 논문에서 역시, 제목이 암시하듯 탐구 대상이 주로 

‘속도’와 ‘테크놀로지(기술)’로 설정되어 있긴 하나 실제적인 내용은 그

것들과 연관성을 지닌 당시의 생활상과 시공간적 감각 및 반응, 당대 주

류 이데올로기와 공간의 재편 양상 등을 아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동차, 기차, 우주선 등 근대적 속도 장치들에 대한 인간의 인

식과 태도, 심리적 반응 등을 통해서는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도로와 

철로, 도시의 구조 등을 통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계 각지 및 

우주 공간 등을 통해서는 인간과 타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103)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역, 앞의 책, 72쪽. 

104) 정태수, �세계 영화 예술의 역사�, 박이정, 2016,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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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on of Speed Technology and Civilization of 

Technology in Early Cinema 

HAM Chung Beom

Research professor /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how numerous speed-machines in early 

cinema represented modern civilization which was a scientific 

technology-based world. It focuses on the aspects of acceleration 

phenomenon, expansion of visibility, and spatial differentiation through 

development of speed-visual technology at technological turn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ith these aspects, I 

researched remarkable aspects between human and technology: huma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echnology, a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al structure, a coexistence issue. As a result, I found 

three aspects of contemporary people at this period; they have ambivalent 

perspective, experience and imagination for speed technology. First, 

documentary films shooting car race and trick films showing cars 

exploded or out of control reflected people’s desire and anxiety about 

acceleration by technology. Second, various kinds of ‘Train Films’ which 

gave a new visual experience to the audience revealed dark side of 

problems related with labor-class which was raised in modern western 

society. Third,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technology distorted by 

Capitalism, Nationalism, and Imperialism were inherent in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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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s, travel films, newsreel films and early fiction films like showing 

spatial differentiation with hierarchy. Based on this research, we can learn 

a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machines through people’s recognition, 

attitude and psychological response towards modern speed-machines such 

as cars, trains, and spaceships. Also, we can find a relationship between 

humans through roads, railways, and city structures and a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the Other through world or space. 

Keywords :

Early Cinema, Speed, Technology, Civilization,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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