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會科學硏究 第26輯 1號  •2018年118

본 논문은 1920년대 주요 ‘도시교향곡 영화’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적 표상이 영

상 텍스트 속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 하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1920년대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 각국 및 각지의 도시교향곡 영화에는 기계-기술적 요소의 삽입을 통한 테크놀로지 사

회의 유토피아적 표상이 적지 않게 함유되어 있다. 당시 도시교향곡 영화는 도시화의 진전이라는 시대적 조

류와 기술 낙관주의적인 철학적 인식을 배경에 두고 있었다. 이에, 텍스트 내에서는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기계-기술의 이미지가 화면을 수놓고 있으며 도시 공간의 기계화 현상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기 

도시교향곡 영화가 모두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적 상(像)을 지배적으로 투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기계의 일상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그리거나 탈기술주의적 광경을 묘사하는 경우에서조차 유토피아 세

계의 복원에 대한 인류의 내재적(혹은 잠재적) 욕망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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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기술 유토피아(Technological Utopia)’,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긍정적 영

향을 주리라는 신뢰와 기대가 함축되어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기술이 

사회의 가치체계와 생활방식을 형성·결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이상사

회(理想社會)”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깔

려 있는 것이다(박호강, 1995: 734). 

서구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의 제시와 논의의 시도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철학적, 사회학적, 과학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대체로 르네상스 이후 근대 시기에 이르러서였다.1 그런데 

당시 서구인의 유토피아적 사고의 바탕에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연

쇄적으로 진행된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기술혁명이 자리하고 있

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낙관적 경향(에 대한 이해)이 문학·예술 작품에 모티

브를 제공하였음은 물론이다.2 영화 분야에서 역시 초기 시대부터 테크놀

1    박호강(1995: 735)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비롯하여 “16세기 모어(More)의 『유토피아』, 17세기 베이컨

(Bacon)의 『뉴어틀랜티스』(New Atlantis), 18세기 꽁도르쎄(Condorcet)의 『역사유토피아』, 19세기 꽁뜨의 ‘실증주

의 사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미국에서의 경우 “유토피아 작품은 대체로 1833-1933년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호강, 1995: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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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 현상 등을 둘러싼 유토피아적 시선과 태도가 

작품에 반영되곤 하였는데, 많은 경우 그 배경이 된 곳은 근대적 도시 공

간이었다. 

한편, 영화 속에 테크놀로지와 유토피아에 대한 재현 또는 지각의 상

(像)이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진 것은 1920년대에 제작된 일련의 작품

들 가운데 여러 사례들이 발견된다. 특히 1920년대 초 미국에서 태동하여 

192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서유럽, 동유럽 각지에서 유행을 이룬 이른바 

‘도시교향곡 영화(City Symphony Film)’들이 주목된다. “기록영화에 속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험영화에도 포함”될 만한 이들 영화는 “도시 풍경의 시적

인 측면들을 포착하”여(Thompson·Bordwell, 2000: 288), “대도시의 삶에 대한 모

더니즘적인” 경향성을 띰으로써 “다큐멘터리와 연관된 문화적 관점의 변

동”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Nowell-Smith, 2005: 127).

이는 영화사 내에서 무성영화 형식이 성숙되고 발성영화가 도입되는 

시기에 해당되며, 세계사적으로는 1차 대전 이후 다양한 국가 체제가 진영

을 갖추고 유럽 사회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시기와도 중첩을 이룬다. 또

한, 비록 지역과 문화권 등에 따라 그 사상적, 미학적 지향은 달랐을지라

도 테크놀로지(기술, 기계)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미래적 예견이 기저에 깔려 

있던 때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주로 1920년대에 걸쳐 서구 각지를 필름에 담아낸 일련의 

‘도시교향곡 영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간 생활의 공간 양식을 통해 테크

놀로지의 유토피아적 표상이 영화 속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 하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해 탐구하려 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소련 등 북

아메리카와 유럽에 속한 주요 국가들의 영화가 어떠한 도시 공간을 다루면

서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현시적, 예시적(豫視的)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당대의 시대 상황 및 기술 담론 등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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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도시교향곡 영화에 대한 연구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행해져 왔다.3 그러나 모더니즘 또는 아방가르드적 예술 경향의 일환으로 

특정 작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4 도시의 

테크놀로지 문제와 유토피아적 공간 설정을 둘러싼 연구를 실행한 예는 일

부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쉽지 않다. 또한 이 역시도 하나의 작품을 중심으

로 서술된 경우가 주류를 차지한다.5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도시교향곡 영화들을 시야에 넣고, 기술 유토

피아에 관한 사상적·철학적 개념, 1920년대 유럽의 역사적·예술적 조류, 

각국의 영화적 상황 및 제작 경향 등을 서술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는 한

편, 연구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영상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

고자 한다. 

Ⅱ. 영화 예술의 기계-기술적 요소와 도시 기록물의 유행 

세계영화사에서도 1920년대는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워너브라

더스(Warner Bros. Pictures)사의 제작 하에 앨런 크로슬랜드(Alan Crosland)가 감

독한 <재즈 싱어(The Jazz Singer)>(1927)의 대성공으로 무성영화(silent) 시대에

3    도시교향곡 영화의 도시 모더니티와 시간의 변동성에 대해 속도를 매개로 탐구한 사라 질라니(Jilani, 2013)의 논문

과 그 운동성에 관해 고찰한 로라 마커스(Marcus, 2014)의 책 등이 있다.

4    <베를린: 위대한 도시의 교향곡>(1927)을 다룬 매튜 번스타인(Bernstein, 1984) 및 에리카 스타인(Stein, 2013)의 

논문과 <니스에 관하여>(1930)에 초점을 맞춘 윤학로(2009)의 글 등이 있다. 전자는 공통적으로 영화의 스타일과 공

간성에 주목하였고, 후자는 상징성과 사회성 등으로 관심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5    대표적인 예로, <맨해타>(1921)의 분석 연구를 행한 주안 수아레스(Suárez, 2002)의 논문과 <무비 카메라를 든 사

나이>(1929)를 중심으로 베르토프의 ‘키노-아이’를 해석한 임홍재(2015)의 학위논문 등을 꼽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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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키(talkie) 시대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던 가운데, 무성영화의 상업적, 예

술적 성숙과 더불어 다양한 영상화에 대한 시도가 공존하던 때였던 것이다. 

먼저, 할리우드 중심의 미국의 영화계는 “자사 소속의 제작진을 보

유한 소수의 거대 스튜디오들과 작은 독립제작사들의 주변 집단으로 이루

어진” 공장화된 ‘생산’ 체계를 갖추어 갔다(Bordwell·Thompson, 1997: 545). 그

러면서 할리우드에서는 “서사구조 내에서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관계

를 만들어내는 데 거의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기법”이 통용되었다

(Bordwell·Thompson, 1997: 547). 

한편,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경유하며 영화의 경제적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준 유럽 영화계는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전위적 양식을 통해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 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10년대 말부터 1920

년대 중반을 통과하며 프랑스, 독일, 소련을 위시한 주요 국가에서 빈번하

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프랑스 인상주의 영화, 독일 표현주의 

영화, 소비에트 몽타주 영화 등이었다. 이러한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운동

들”은 다분히 할리우드에 대한 반작용으로 특정 국가의 “영화산업 내부에

서” 발생한 측면이 컸다(Thompson·Bordwell, 2000: 269).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유럽 각국의 영화인들

은 이내 공통의 문화권을 형성하며 그것에 대항하게 되었다. 일례로, 독일 

UFA영화사의 에리히 폼머(Erich Pommer)와 프랑스 오베르영화사의 루이 오

베르(Louis Aubert) 사이의 ‘UFA-오베르 협약’(1924)을 계기로 범 유럽권의 영

화 시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영화 기법-인상주의 

영화에서의 주관적 카메라 구성, 표현주의 영화에서의 왜곡된 세트 설정, 

몽타주 영화에서의 빠른 운율 편집 등-들이 ‘국제적인 전위양식’으로 혼종

을 이루며 확산되어 갔다(Thompson·Bordwell, 2000: 273).

주목되는 점은, 당시 유럽에서 “전문화된 예술영화와 대중적인 흥행

영화가 분리되면서 보다 급진적인 영화제작의 유형이 등장”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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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Thompson·Bordwell, 2000: 279). 대개 주류 영화 산업의 외곽에서 저예산

으로 만들어진 짧은 ‘실험영화’나 독립적 ‘전위영화’를 포괄하는 ‘아방가르

드(avant-garde)’적 성격의 영화 텍스트들이 그것인데, 이들 작품은 인상주의, 

표현주의, 몽타주 영화들에 비해서도 더욱 비내러티브적이었고 보다 뚜렷

한 주관성과 창조성을 드러내었다. 이들 영화가 의의를 지니는 이유는, 이

를 통해 영상 매체에 부여된 시각적 예술 표현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한상희는 들뢰즈(Gilles Deleuze)의 논의를 빌려, 할리

우드 ‘고전영화’의 패권화가 “낯선 사유의 이미지를 비가시화하는” ‘재현’의 

“유일한 체계”를 경도시켜 가던 때에 일어난 이들 아방가르드적 영화의 등

장을 “사유의 이미지로서 초기 영화의 가능성들에 대한 당대적 표현이 당

시 영화에서 나타난 모더니즘적 현상”으로 설명한다(한상희, 2014: 100). 

실로, 192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는 모더니즘적 양식을 띤 다양한 종

류의 아방가르드적 영화들이 공존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추상영화(abstract 

film), 다다영화(dadaism film), 초현실주의영화(surrealism film), 순수영화(Innocent 

film), 그리고 ‘도시교향곡 영화’를 중심으로 한 서정적 기록영화들이 망라되

었다.6 이들 작품은, 정태수의 설명대로 “제1차 세계대전과 결부된 다양한 

유럽의 지적 경향”을 내면화하면서 “현실 묘사와 재현으로부터의 이탈”이

라는 새로운 영상의 창작 패러다임을 선보였는데(정태수, 2016: 65), 여기에 할

리우드 영화의 지배력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에는 있지 않은 그들만의 역

사를 토대로” 한 자신들의 “지적, 미적 성향”을 통해 “영화를 예술로 “승

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당대 유럽 영화인들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

음은 물론이다(장예진, 2011: 106).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업적 저예산 독립영화가 다양한 스펙트럼

6    아방가르드적 영화의 분류에 관해서는 보드웰과 톰슨의 내용을 참조하였다((Bordwell·Thompson, 1997: 280-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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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며 1920년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톰슨(Kristin 

Thompson)과 보드웰(David Bordwell)은 이론 비평, 산업 박람회, 전문 극장, 영

화 잡지 등을 통한 “‘예술영화’ 제도의 확산”을 주요 요인으로 나열한다

(Thompson·Bordwell, 2000: 277-278).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의 유통 과정 

또는 상영 부문을 둘러싼 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바, 보다 결정적이고

도 근본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부로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

성이 느껴진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훈은 “이미지의 생산, 조형, 순환을 지배하는 내

밀한 교집합이 대중문화/아방가르드의 접면에서 형성”된 관계로 둘 사이

의 ‘위계질서’가 흔들리며 당시 모더니즘적 영화의 유동성이 발생하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 “교집합을 이루는 원소”로서 “자본주의적 현대성

의 총아인 기계”를 지목한다(김지훈, 2004: 11). 주류적 상업 대중영화의 반대

편에 서 있는 것 말고는 명확한 공통분모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1920년대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들 간의 일반적 특징을 기계적 요소로 수렴하려는 그

의 견해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놓여 있던 해당 작품들의 문화적 기반과 예

술적 지형을 연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유의미

하다. 

예를 들면, 더들리 머피(Dudley Murphy)와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가 

연출한 〈기계 무용(Ballet Mécanique)>(1924)은 “회화 이미지와 냄비 뚜껑이나 

기계부품같은 대상의 쇼트를 복잡하게 병치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추상영화의 성격을 띠었으나, “무질서와 상상력”을 통해 “예술적 창조성”

을 드러내며 “전통적인 가치를 일소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다이즘의 카테

고리 안에 위치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영화와 연관성이 있는 작품으

로 인식되기도 하였다(Thompson·Bordwell, 2000: 282-283). 그러면서 마르셀 뒤

샹(Marcel Duchamp)이 연출한 다다영화 <빈혈 영화(Anémic Cinéma)>(1926)나 앙

리 쇼메트(Henri Chomette) 감독의 순수영화 <반영과 속도에 관한 유희(J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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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reflects et de la vitesse)>(1925) 등과 공통항을 지녔다. 한편 해체된 꿈의 서

사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다룬 초현실주의영화의 경우, 그 표현 

방식 상에서는 촬영 장치와 기록 장치를 이용한 인상주의(영화)적 영상 기법

이 비중 있게 활용되었다. 

나아가, 기계(machine, machinery, mechanism)라는 존재성 및 개념의 기반 

혹은 전제로서 그 메커니즘적 원리를 뒷받침하는 기술(technology) 요소를 동

시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아방가르드 영화가 카메라와 렌즈, 여타 

광학 장치들을 통한 기술적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의 기계성, 운동의 기계

화, 기계적 상상력, 기계 만능주의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미적 지향을 구현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들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계적 리듬’의 기저에 기계문명과 속도

문명의 ‘결합’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김호영, 2014: 81).

이러한 관점은, 1920년대 아방가르드적 영화 제작의 흐름이 비단 유

럽 대륙에서뿐 아니라 미국 등 여타 지역에서도 일었던 현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 1930년대 초반

까지 나온 일련의 도시교향곡 영화의 효시작으로서 관련 작품들에 적지 않

은 파급을 미친 <맨해타(Manhatta)>(1921)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맨해타>는 정밀주의(Precisionism) 경향의 화가 겸 사진작가였던 찰

스 쉴러(Charles Sheeler)와 사진분리파 운동의 정립자가 된 폴 스트랜드(Paul 

Strand)가 “스토리 라인을 결여”시켜 공동 작업한 작품이다(Suárez, 2002: 85). 

촬영 시점은 1920년이었으며,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배터리공원(Battery 

Park) 주변을 필름에 담았다. 웨스턴 장르, 코미디 장르, 문제 영화(problem 

pictuer), 여성 영화, 전쟁 영화, 액션과 모험 영화, 갱스터 영화, 호러와 SF 

영화, 뮤지컬 영화 등이 유행하던(서정남, 2009: 82-86) 1920년대 미국영화의 

제작적 스펙트럼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형식을 취한 영화라 할 수 있다. 

1921년 미국에서 <화려한 뉴욕(New York the Magnificient)>이라는 제목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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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으나 배급 활로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1920년대 중후반 예술극장에서 

재상영됨으로써 관련 영화의 제작 양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톰슨과 보드웰에 따르면, “최초로 알려진” 도시교향곡 영화인 <맨해

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실험영화”이면서 “기록영화에 속하기

도” 한 작품이었다(Thompson·Bordwell, 2000: 288). 아방가르드 영화들이 흔히 

주어진 현실을 다양한 시선으로 재구성하거나 순수한 움직임 자체를 주목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데 반해, 도시교향곡 영화들은 비록 표현의 추

상성과 감정의 서정성을 겸비하였을지라도 일차적으로는 도시 공간의 실

제적 모습을 재현하였던 것이다. 

이들 도시교향곡 영화는 흔히 “도시의 삶에서 하루의 과정을 따라” 

다니며 “‘모더니스트 일상(modernist dailiness)’의 질문”을 유발한다(Marcus, 

2014: 89). 윤학로(2009: 211)에 따르면, 이들 작품은 “대도시를 배경이 아니

라 주인공으로 다루기 위한 장치로 도시를 의인화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로라 마커스(Marcus, 2014: 89)의 설명대로, 여기에는 초기 도시 파노라마 필

름의 유산과 당대 도시의 현실적 모습이 뒤섞여 있다. 특히, <베를린: 위

대한 도시의 교향곡(Berlin: Die Sinfonie der Großstadt)>(1927)의 경우 “교향곡에 

맞춰 베를린을 추상적으로 편집”하는(윤학로, 2009: 212) 방식을 통해 도시교

향곡 영화의 대표작이 되었다. 

그 외에 독일, 프랑스, 소련,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특정 도

시들을 배경으로 1920년대 중후반에 걸쳐 유행을 형성한 일련의 도시교향

곡 영화로는 <베를린 정물화(Berliner Stilleben)>(1929), <유일한 시간들(Rein que 

les heures)>(1926), <오스텐데의 이미지(Images d'Ostende)>(1929), <니스에 관하

여(A propos de Nice)>(1930), <모스크바(Москвá)>(1927), <무비 카메라를 든 사

나이(Человек с киноаппаратом)>(1929), <다리(Brug)>(1928), <비(Regen)>(1929) 등

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1920년대 들어 로버트 J. 플래허티(Robert J. 

Flaherty) 감독의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1922)를 필두로 장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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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영화의 제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영화사적 경향이 자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영화 내외부의 기계-기술적 요소가 아방가르드와 대중영화 

사이에서 교집합을 이루었듯이, 도시 공간을 다룬 동시기 기록물과 당대 

극영화들 간에도 기계-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여러 방면의 접점들이 존재

한다. 가령 단순히 개봉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1927년 9월에 개봉되어 동

시기 도시교향곡 영화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작품으로 일컬어지기도 하

는(Stein, 2013: 13) <베를린: 위대한 도시의 교향곡>은 미래의 베를린을 공간

적 모델로 삼았던 프리츠 랑(Fritz Lang) 감독의 표현주의 영화 <메트로폴리

스(Metropolis)>(1927)와 불과 8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7 또한 아벨 강

스(Abel Gance) 감독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영화 <바퀴(La Roue)>(1923)의 경우, 

동시기 여러 유형의 아방가르드 영화들을 연상시키듯 여기에는 기관차 기

술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넘어 철로와 증기를 통해 “기계의 현대성에 대한 

찬가”가 담겨져 있었다(Jeancolas, 2003: 43). 

이와 같은 기계 장치와 기술 문명에 대한 시선이 비록 전적으로 긍정

적인 태도만을 고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분히 낙관적인 관점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다. 특히, 기계

에 대한 예찬론적 입장에서 현실로부터의 이탈과 그 변형을 추구하였던 아

방가르드적 예술 경향을 이어받는 한편 기록영화의 장편화 양상 속에서 영

상 기술 매체의 현실 재현 능력을 겸비하게 된 일련의 도시교향곡 영화들

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도시교향곡 영화 속에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적 상(像)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영상

화 방식으로 맺혀져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일 터, 다음 장부터는 이에 관한 

7    영화 속에 “모든 계급의 대표자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Jacobsen·Kes·Prinzler,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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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면의 양상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도시화의 진전과 기계-기술의 이미지화

서구 근대 사회의 생활사적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도시화라 

할 수 있다. 근대를 표상하는 산업화와 생산력 증대, 인구 밀집과 대중화 

경향 등이 주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의 

출현과 발달은 고대 시기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정확히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그 팽창과 확산의 추세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19세기 중반 무렵 서구의 주요 도시에서는 근대적 스타일

의 주택, 사무소,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한편 도로가 정비되고 공공 위생 

및 조명 시설 등의 설치가 이루어졌다(김문환 외, 1998: 21). 이와 더불어, 대도

시의 인구 증가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다. 가령, 1851년부터 1881년까지 

30년 간 런던의 인구는 약 250만 명에서 390만 명으로, 파리의 인구는 100

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늘었으며, 미국의 경우 1870년 1,000만 명을 넘지 

않던 도시 인구가 1910년에 이르러 4,200여만 명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

였다(함충범, 2017: 219).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상은 거듭된 기술적 시도와 다방면의 기계

적 결합을 통해 19세기 말 대중화되기 시작한 영화에도 반영되었다. 예

를 들어, 비오스코프(Bioskop)를 개발한 뒤 1895년 11월 1일에 독일 최대

의 도시 베를린에서 영화를 공개 상영한 스클라다노프스키 형제(Max-Emil 

Skladanowsky)는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Auguste-Louis Lumière)가 활동하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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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거의 비슷한 때에 도시 베를린의 광경을 필름에 담아 초기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바 있다.8 

20세기 들어서는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영화 속에 기록되는 사례가 

보다 늘어났다. 1900년에 개최된 만국박람회 당시 파리를 촬영한 영상물을 

살펴보자.9 카메라는 파리 곳곳의 분주한 모습을 전시한다. 이동하는 사람

들, 통행하는 마차들, 특히 시내에서 박람회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움직이

는 보도(步道)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선형의 평면적인 

움직임과는 별도로, 자유주의적 시민혁명의 상징물인 에펠탑 주변에서 사

람들이 오고가는 장면에서는 화면 오른편 상단에 위치한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과 대관람차가 시야에 들어온다. 그것은 비록 멀찍이 떨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10 기다란 굴뚝 연기와 

원형의 대관람차가 발산하는 시각적 광경은 건축 양식으로서 그것이 지니

는 기하학적 형태성과 끊임없이 회전하는 듯 느껴지는 운동감으로 인해 생

성되는 것인 바, 이를 통해 20세기 서구 사회가 지향한 근대적 미래상의 일

면을 발견하는 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근대적 도시 공간의 형태성과 운동성. 이 둘은 1920년대 도시교향곡 

영화에서도 영상 화면의 시각적 특성을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한다.  

<맨해타>를 들여다보자. 10분 10여초의 러닝 타임을 가진 이 영화에는 미

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뉴욕 맨해튼의 풍경이 담겨져 있다. 이 작품의 공간

적 구성은 ‘해변→도시, 건물과 마천루, 공업 단지, 기차와 기선, 교각, 철

8    필름에는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서 베를린 소방대의 경보 상황을 활영하고, (프랑스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그랬

던 것처럼) 열차의 도착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져 있었다(Jacobsen·Kes·Prinzler, 2009: 33).

9    40여 개국이 참여하고 5,000여만 명이 관람한 당시 만국박람회는 사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편, 전시물에 있

어서도 독일관에 시속 120Km로 주행하는 증기 기관차, 프랑스관에 동력 장치를 장착한 비행체 등 보다 첨단화된 것

들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축음기에 소리를 녹음한 뉴스영화”가 그야말로 “새로운 것”으로써 소개되기도 하였다

(Mak, 2011: 35).

10    일본 NHK에서 제작된 <영상의 세기(映像的世紀) 1편: 20세기적 개막(二十世紀的開幕)>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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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로-수로, 도시→해변’ 순으로 이루어진다. 해변 공간이 맨 앞과 뒤

에 배치됨으로써 수미상관 구조를 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맨해튼

이라는 도시 공간 전체를 마치 전지적 관점에서 조망하려는, 영화를 둘러

싼 전략적 장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맨해튼 시내의 광경이다. 해변을 지나던 커다란 여객 운송선이 항구

에 도착한 뒤 전방의 문이 열리자 출근 복장을 한 다수의 사람들이 배에

서 내려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 신으로도 이어져, 바쁘

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습이 자동차, 마차와 함께 거리를 채운

다. 때로는 도심 광장에 앉아 개인적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

는 사람들의 자태도 뒤섞여 있다. 그러면서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수많

은 인파의 이미지가 맨해튼의 풍채를 수놓는다. 

그러나 이후 쇼트들의 조합에서 확인되듯, 이 영화에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계-기술의 이미지이다. 계속해서 화면에 등장

하는 대상은 웅장한 고층 건물들과 빽빽이 들어선 공장 지대, 도심을 관통

하는 열차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로, 해안을 이동하는 크고 작은 기선

들과 대규모의 교각 등이다. 순차적으로 나열된 이들 쇼트를 통해, 대도시 

맨해튼의 거대함과 운동감이 표출된다. 그리고 이는 빌딩 철골을 설치 및 

조립하는 장면이나 공장 굴뚝 또는 기차, 기선에서 연기가 내뿜어지는 장

면들이 부가됨에 따라 더욱 강조된다. 이로써 영화는 도시 공간이 지니는 

거대함과 운동감의 요인이 기술적 토대와 기계적 동력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도시교향곡 영화의 효시작이라 할 만한 <맨해타>가 근대적 

도시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쇼트 배열 방식을 구사하게 된 원인

은 무엇일까. 우선, 이미 1880년대부터 미국에서 “마천루가 세워지고 이러

한 고층화에 대비하기 위한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출현하”는(김문환, 1998: 21) 

등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 기저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낙관적 시선이 자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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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영상 중간 중간에는 각 구역에 대한 기계-

기술적 위용을 찬미하는 장식적인 문구들이 자막 화면 형식으로 해당 장면

들의 앞부분에 삽입되어 있다. “세계의 도시 (모든 인종이 여기에 있다) 대리석과 

철의 큰 건물의 도시, 자랑스럽고 열정적인 도시”라는 첫 번째 자막부터가 

그러하거니와, 그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화 <맨해타>는 교통, 건축, 철강, 공업 등을 표상하는 테크놀로지 요소

를 통해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 근대 도시의 웅장함과 유동성을 

뿜어낸다. 

도시교향곡 영화 속 기계-기술의 이미지는 여타 작품들 내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베를

린을 대상으로 한 발터 루트만(Walter Ruttmann) 감독의 <베를린: 위대한 도

시의 교향곡>의 경우, 도시 곳곳을 질주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마차 등

의 운송 기계들과 각종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기계들의 기하학적이고 때로

는 추상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속도감과 다양한 시각적 광경을 자아낸

다. 모두 5막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이러한 영상 효과는 “편집 기

법과 쇼트 구성을 통해” 강화된다(Bernstein, 1984: 6). 이러한 경향은 <베를린 

정물화>로도 이어지는데, 영화 중후반 도시 빈민가의 여러 풍경들을 묘사

한 이 작품은 3분여의 러닝 타임 중에 초반 1분 정도가 도심을 지나는 열차

의 시점에서 촬영된 거리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1910년 이미 200만을 돌파한 베를린의 인구가 1925

년에 이르러 450만 명을 넘기게 된 시대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아울러 “최

초의 공적인 영화 상영이 베를린에서 개최”된 것과 “영화 산업이 베를린

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대도시가 영화 

속 “자연스러운 무대”가 되었다는 것 등이 영화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Jacobsen·Kes·Prinzler, 2009: 99-100).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눈이 가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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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스(Joris Ivens) 감독의 <다리>이다. 네덜란드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항

만 도시 로테르담 철교의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14분 10여초의 러닝 타임

으로 찍은 이 작품은, 근대식 설비 중 하나인 개폐식 다리의 웅장한 전체 

모습과 정교한 부분 장면을 다양한 쇼트들의 운율적인 편집 기법에 따라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사람-철교 개폐 장치-열차 또는 배-철로 또

는 수로’ 등을 통해 도시의 전체상을 조화롭게 구성한다. 

다니엘 R. 헤드릭(Headrick, 2016: 188-189)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들

어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전 100년 동안 이룩한 기술의 승리였”고 가

장 괄목할 만한 테크놀로지적 산물은 철도 위의 증기기관차(기차)와 해운 상

의 증기기관선(기선)이었다. 또한, “철도와 해운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만”

든 것은 강철이었다. 전기의 발명도 중요한데, 1920년대 들어 다수의 승객

을 실은 장거리 열차와 전차 및 지하철에서는 주요 동력으로 전기가 사용

되었다(Headrick, 2016: 193). 1928년작 <다리>에서의 근대 문물(산물)의 힘차고 

경쾌한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 생성된 것이었다. 

나아가, 동시기 서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던 기술 유토피아적 인

식과 태도를 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지목할 만하다. 16~17세기에 선구적

으로 기술 유토피아 세계를 예견한 베이컨(Francis Bacon)은 “자연 지배의 원

리와 사회 개혁의 원리가 동시에” 포함된 ‘유토피아 담론’을 펼쳤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에 의해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에 의해 ‘기

술의 세계’를 통제한다는 것”에 있었다.11 여기서 전자는 ‘물질적 진보’를, 

후자는 ‘정신적 진보’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도식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신중섭·이기식·이종흡, 2000: 13).

11    신중섭·이기식·이종흡(2000: 4)에 따르면, “‘과학’ 이미지의 계열에는 진리, 순수, 자연(그 자체), 이론, 보편성, 

초시간성과 같은 개념들이” 속해 있고 “‘기술’ 이미지의 계열에는 그 각각에 대응하여 효용, 응용, 인공, 실천, 국지

성, 시의적절성 같은 개념들이” 속해 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기술은 과학에 앞서 있으나, 19세기 이후에는 둘 사

이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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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다리> 속 장면들을 살피건대, 영화는 기술 개발의 결

과물인 기계 장치에 대한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인 과학 원리의 적용 사례

를 제시함으로써 또한 그 효과와 효용을 적절하게 드러냄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결합 및 인간과 기계 사이의 공존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로테르담 

철교의 설계도가 실제 영상으로 치환되는 영화의 첫 장면은 이러한 사실과 

당위를 함축한다. 또한 철교가 열리고 닫힐 때에는 관리자가 전화 수화기

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다리의 개폐를 작동시키는 모습과 눈금 수치가 

장착된 계기나 철교 각 부분의 세부적 모습이 다소 파편화된 채 교차적인 

장면들로 배열을 이룬다. 이러한 관계성은 닫힌 철교와 그 위를 지나는 열

차, 열린 철교와 그 밑을 지나는 배의 경우처럼 기계와 기계의 연결을 나

타내는 장면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이처럼, 뉴욕, 베를린, 로테르담 등 서구 대도시를 필름에 담은 1920

년대 일련의 도시교향곡 영화 속에 도시화의 진전 양상과 그 주요 요인으

로서의 기계-기술의 이미지가 제시-반영되었다.12 그리고 그 바탕에는 테

크놀로지를 둘러싼 유토피아적인 인식과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인

식과 태도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며, 때문에 기계-기술에 대한 인간의 관

리와 상호 간의 조화 및 공존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 자체가 기계화되고 기술 중심 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 인간(개개

인)의 존재성과 사회(구성) 체계에는 어떠한 변화(상)가 일게 되었을까. 다음 

장에서 탐색해 보도록 하자. 

12    이러한 제작 경향은 1930년대 초까지도 이어진다. 대표적 사례로, 포르투갈의 도루강 하류를 화면에 담은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Manoel De Oliveira) 감독의 <도루, 하천의 작업(Douro, Faina Fluvial)>(1931)을 들 수 있다. 영

화 속 거대한 교각 장면의 웅장함은 <다리>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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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 공간의 기계화 그리고 기술 낙관주의

1920년대 도시교향곡 영화에서의,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기계-기술

의 이미지화 양상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이미지가 ‘근대 특유’의 

테크놀로지적 ‘세계상’의 일면을 노출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17세기 자동 기계인 시계의 출현”을 “기술의 무대에서 근대의 도

래를 알리는 결정적인 것”으로 본 이마무라 히토시는 “기계는 어쨌거나 인

간에 의한 기술적 제작물이기 때문에 제작 행위가 그 중심에 있”으며 따라

서 “기계론적 세계상의 중심에는 기계의 이미지가 있다”고 주장한다(今村, 

1999: 101-102). 도시에서 살아가는 ‘근대인’들이 제작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

을 바라본다는 것은 <맨해타>나 <다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특히 

<다리>의 경우 영상 텍스트 내에 카메라와 촬영 기사가 등장함으로써 바

라보는 행위뿐 아니라 기록하는 행위를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도시교향곡 영화들 중에는 화면 속에서 

세상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며 도시 공간을 촬영하는 장면을 삽입

한 또 다른 작품이 있었으니,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 감독의 <무비 카메

라를 든 사나이(Человек с киноаппаратом)>(1929)가 그것이다.13 베르토프

는 “영화 이미지의 시각 주체를 기계, 즉 카메라에 위치시”킴으로써 ‘기계

적 지각’을 실현하고자 고안한 ‘키노-아이(Киноглаз, 영화의 눈)’의 관점에서 

<키노 프라우다(Киноправда, 영화 진실)>라는 창조적 뉴스릴 영화의 제작을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주도한 바 있었다(임홍재, 2015: 1).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 일상

13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는 카메라와 촬영 기사, 인간의 눈과 극장 안 관객 등이 등장함으로써 바라보고 기

록하는 행위 모두가 공표되고 있다. 



함충범_1920년대 ‘도시교향곡 영화’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적 표상 135

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순서대로 분절하여 선보인다. 잠들고 일어나며 

일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다양한 시점에서 필름에 담아내고 있는 것

이다. 영화는 특히 마치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의 형상에 주목하는데, 

그러면서 이들을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한 채 “사회라는 

전체의 관계 속에서” 운동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로 인해 작품 속 도시 

공간은 거대 기계와도 같이 ‘유기적 전체’로 시각화된다(임홍재, 2015: 49). 

바깥세상을 응시한다는 차원에서, 이 영화는 <다리>보다 확장된 지평

을 펼쳤다고 할 만하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과 범주가 그야말로 인간

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비 카메라를 든 사

나이>에서는 근대적 인간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제작 행위가 교량, 철도, 

항로 등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생활 영역, 특히 다양한 작업장을 아우르는 

생산 현장에 걸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 속 도시 공간이 마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생동하는 

영상 효과를 자아낸다. 이는, “다른 어떤 요소와 결합하여 어떤 질료적 흐

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을 기계”로 정의한 들

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의 관점에서 “공간이 기계라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단언하는 이진경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이진경, 2012: 116-118).

그 원인은 우선 이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 변화상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볼셰비키 혁명 발발(1917)과 소비에트 연방 수립(1922)을 거친 1920년

대 소련 사회의 최대 과제는 “전력 공급, 운하 건설, 공장 설립” 등에 두어

졌다. 수잔 벅 모스(Buck-Morss, 2004: 50-51)의 지적대로, 이를 위해서는 다시 

사회 변혁의 에너지가 ‘생산’ 분야로 위탁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따라

서 혁명의 문제는 테크놀로지의 문제로 환원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스탈린 시대에 접어든 이후, 이러한 기조는 단순히 이어지는 것을 넘

어 더욱 강화되어 갔다. 1927년 12월 27일 제15차 전 소련 공산당대회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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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레닌의 후광을 통해 권력 쟁탈에 성공한 스탈린은, 정치적 라이벌 관

계에 놓여 있던 트로츠키가 주창한 ‘영구혁명론’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

한 뒤 ‘일국사회주의론’을 제시하며 반기를 들었다. 아울러 그는 “일관되게 

낙관론, 희망, 심지어 신념을 강조”하였다(Riasanovsky·Steinberg, 2011: 748).

이러한 도그마에 대한 강조는 그 자체로 동시기 예술 분야에도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1920년대 들어 열띤 논쟁을 거치며 정치적, 

문화적 지향을 추구하던 자유로운 분위기는 점차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전년도의 연극 분야에 이어 1928년 영화에 대한 평의회

가 개최되는 등 문화의 통제 수단이 변화하였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미 레닌 시대부터 선전·선동의 기능을 인정받아 오던 영화

에 대한 소련 정부의 정책적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 활용의 강도도 거

세졌기 때문이다. 결국 192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에서는 경제계획이 우

위를 점하는 동시에 공식 문화 자체가 반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

정되었고, 그럼으로써 “아방가르드의 실험은 더이상 장려되지” 못하였다

(Buck-Morss, 2004: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들의 경우 자신의 영화 

제작(창작) 활동을 한동안 꾸준히 이어 갔다. 정태수의 설명대로, 1920년대 

소련영화의 발전의 저변에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과 영화 인력의 확보에 있

었다. 특히, 내전을 거치면서 “활성화된 뉴스 영화는 체계적인 창조적 경

험을 축적하도록 하였으며, 촬영가 집단과 편집-몽타주 집단들을 결합시

키는” 매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주의 건설 초창기부터 노비

쯔키, 티쎄, 에르몰로프, 기베르, 렘베르크, 카우프만, 벨랴코프” 등의 영

화인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필

름 속에 담았다(정태수, 1998: 77-78).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연출한 베

르토프 역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보다 시야를 넓힌다면, 일련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투영된 베르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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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관-예술관이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견지한 ‘사회주의적 낙

관론’과 맞닿아 있다는 지점도 확인 가능해 보인다. “기술이 인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감지한 모리스의 입장에서 예술은 생산적인 “노동의 기

쁨”을 표현하는 원천이자 수단이고 과정이자 결과였다(Hauser, 1999: 146). 이

러한 의미에서 1920년대 소련의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영화

는 “특별한 기술적 장치뿐만 아니라 기능을 중시하는” 근대 기술주의적 태

도에 부합한 기제이기도 하였다(Mumford, 2014: 473).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노동/생산’과 ‘기계/기술’로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탈린 시대에 제시된 공산주의 소비에트 사회로의 

진행 과정과 도달 지점이 마치 유토피아 세계와도 흡사한 모습으로 영화 

속에 내면화되어 있음을,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통해서도 확인 가

능하다. 

이 작품은 기계가 신체의 대체물이라는 명제 하에 “생산하는 기계와 

노동하는 신체를 같은 층위에서” 다루고 있다(임홍재, 2015: 15-16).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다양한 기계들과, 그것들과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신체의 조

화가 평온하면서도 활력적인 분위기를 창출한다. 아울러 영화는 인간의 노

동 행위와 여가 행위를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경계가 무뎌지게

끔 만든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의 예술적 기반이 된 러시아의 구성주의에

서처럼 테크놀로지를 “일상생활의 해방을 위한 동력으로 배치”한다(김지훈, 

2004: 24).

실제로, 집권 직후부터 스탈린은 소련 사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

진하였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대공황으로 성장이 멈춘 1930년대에 소

비에트 연방의 석탄·철·강철·중기계 생산량은 세 배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거대한 수력발전용 댐, 강철 복합체와 산업도

시” 등이 건설되었다. 또한 농민·노동자들은 집단 농장이나 집단 공장에 

소속되었는데, 이들 집단적 농장 및 공장에서는 농업·공업용 기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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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행하였다(Headrick, 2016: 208-209).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 속 관련 영상

이 당대 소련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전적으로 혹은 온전하게 반영하였

다고는 단언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영화에 대한 유물론적 이론”에 있어 

“카메라 안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유산과 과학적 투자를 세심히 구분해야” 

함을 역설한 코몰리(Jean-Louis Comolli)의 지적과 궤를 같이하듯(Aumont, 2006: 

247),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 권력

의 교조적 입장에 매몰되기보다는 공산주의 사회를 향한 현재적 진단 혹은 

미래적 지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심연에는 아마도 당대 서구인들이 공유하던 테크놀로지에 대한 낙

관적인 시선이 투영되어 있었을 터이다.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에 의해 생

산성을 증대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에 의해 ‘기술의 세계’를 통제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계몽주의’로 대변되는 근대화 기획을 이끈 양대 수레바

퀴”로 작용한 측면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신중섭·이기식·이종흡, 2000: 13).

그러나 한편으로, 일찍이 베이컨이 감지한 바대로 “과학기술의 미결

정론적 본성과 유토피아의 결정론적 본성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

는 점 또한 간과될 수 없다. 즉, 테크놀로지의 ‘진보적’ 속성으로 인해 기술 

발달에 따른 ‘유토피아’의 세계가 “무한히 열려 있는, 고정되지 않은, 늘 미

결정적인 미래로 유예”를 거듭하는 것이다(신중섭·이기식·이종흡, 2000: 8-9). 이러

한 문제는 실생활에서도 현실화되었는데, 단적으로 스탈린 집권 이후 “새

로운 중공업의 생산량은 엄청났지만 비용 역시 엄청”나서 “소비재 생산이 

무시되어 생활수준은 전쟁 전보다 낮아”지게 되었다(Headrick, 2016: 209).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그려지는 피사체들의 이미지가 다소 

추상적이고도 감각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외재적인 이유를, 영화를 둘

러싼 이와 같은 시대적, 사상적 배경으로부터 구해 보는 일도 일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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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4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동시기 미국과 서유럽 지역에서 촬영

되고 만들어진 여타 도시교향곡 영화들에서도 발견된다.

Ⅴ. 복원된 유토피아 : 기계의 일상화 혹은 탈기술주의의 반영 

도시 속 기술적 요소가 이미지화되는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서 도

시 공간 전체가 기계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 중 하나로 <맨해타>의 여러 

장면들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초반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움

직임은 그 자체가 마치 거대 기계가 자동화된 채로 움직이듯 화면 상에 운

동성을 창출한다. 이어지는 고층 건물, 공장 지대, 도로, 선로, 해로, 교각 

등에서는 다양한 기계 장치들이 테크놀로지를 발산하듯 높이와 규모와 에

너지 등을 과시한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는 철골 위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

의 자태나 마천루들 사이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

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쇼트는 각각 원경(long shot)-앙각(low angle shot)과 

원경-부감(high angle shot)으로 처리함으로써, 인간의 형상을 마치 거대 기계

의 부속품처럼 생경하게 구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톰슨과 보드웰은 “맨해튼 남부의 배터리 공원(Battey 

14    러시아에서 제작된 또 다른 도시교향곡 영화 중 하나인 <모스크바(Moskva)>(1927)를 살펴보자. 후일 <무비 카메

라를 든 사나이>의 촬영을 맡게 되는 미하일 카우프만(Mikhail Abramovich Kaufman)의 연출작인 이 영화 역시, 

모스크바의 하루 일상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그려낸다. 화면 내에는 주택, 상점, 거리, 공원, 강변, 시장, 공장, 제철

소, 전화 교환소, 신문 윤전기, 방직 및 방적 작업장, 박물관, 동물원, 유원지, 유흥가, 정치 공간, 옛 궁전 등이 계

속해서 배열된다. 또한 이러한 장소들은 시퀀스를 구획하는 자막, 화면 내 활발한 피사체의 움직임, 시점의 변화, 

극단적 부감과 앙각, 특정 물체 또는 신체에 대한 클로즈업과 롱테이크, 사선 촬영, 핸드 헬드, 트래킹 쇼트, 아이

리스, 분할 화면, 디졸브, 대비적 편집 등에 의해 기법적으로 양식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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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근처에서 촬영한 쇼트들”로 인해 “도시에 관한 도발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이 제공된다고 주장한다(Thompson·Bordwell, 2000: 288).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에는 “맨해튼 남단의 상업 지역에 초

점을 맞춘” 이 작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이 덧붙여져 있다. 

지역의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본 사람들은 난쟁이처럼 작아 보이고, 많은 장면들은 현대 건

축물이 창출하는 추상적 도형의 느낌을 부각시키면서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촬영되었다. 

「맨해타」는 거주자들이 경험하는 도시의 거대함과 몰개성을 전달한다. 영화는 단 하루의 

일상(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에서 내리는 출근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시작해 일몰로 끝난

다)을 시간 순서대로 느슨하게 보여준다(Nowell-Smith, 2005: 127-129). 

거대한 도시 공간과는 대비되는 영화 속 몰개성적인 개인의 형상은, 

이 작품에 묻어나 있는 낙관적 입장에 제동을 거는 듯 비추어진다. 19세

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인간의 많은 문제와 긴장”을 “자연

에 대한 통제와 계획 및 기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의식 하에 ““도시

적 미국”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물론 그 기저에는 ‘기술 유토피아’가 자리

하였다. 하지만 갈수록 생산 활동의 “분화, 전문화, 조직화 및 위계구조의 

체계화가 진전”되고 “정부조직에 있어서의 대형화, 관료화, 중앙집권화 과

정의 발전”이 촉진되었다(박호강, 1995: 748-749). 그리고 이는 기술-기계와 인

간 사이의 공존에 대한 균열과 개인을 둘러싼 소외 현상의 문제를 야기하

였다. 

이마무라 히토시(今村, 1999: 121)가 강조하는 바대로, 근대적 시민 사회

를 떠받치는 “개체적(individual) 혹은 개체(Individuum)라는 개념”과 이를 토대

로 한 ‘자연권 사상’의 이론적 원리는 “세계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법

적 정신”의 원천인 기계론적 사고에 있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자체의 발

달은 이미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시기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기계론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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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발전보다 훨씬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과 기술-기계의 관계에 

있어 역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일반화된 장소가 바로 도시였다. 근대 도시 공간

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쓰여 왔던 기술과 제도는 어느 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그 움직임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라 할 만하다(김문환 외, 1998: 19). 

그렇기에, 1920년대 도시교향곡 영화 속에도 부의 편재성(偏在性)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도시적 삶의 질적 문제를 내포한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각각 1926년과 1927년에 만들어진 <유일한 시간들>과 

<베를린: 위대한 도시의 교향곡>을 들 만하다. 전자에는 프랑스 파리의, 

후자에는 독일 베를린의 도시 광경이 제시되어 있다. 다소 추상적인 형식

으로 알베르토 카발칸티(Alberto Cavalcanti) 감독의 미적 감각과 예술 지향이 

묻어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은 “논픽션 시퀀스와 연출된, 혹은 픽션 단

편”들로 인해 “부유층 거주 지역과 빈곤층 지역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발트 루트만(Walter Ruttmann)이 연출한 <베를린: 위대한 도시의 교향곡>에서

는, 베를린이라는 공간이 “엄격함과 세심한 정확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로써 영화 속 도시적 삶은 “신경에 거슬리는 긴장을 고조시”

키게 된다(Nowell-Smith, 2005: 129). 또한 각 쇼트들은 “기계, 건물의 외형, 가

게 창의 전시물들의 추상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때로는 “정오 무렵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 없는 여자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요리 접시를 

병치함으로써 사회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한다(Thompson·Bordwell, 2000: 289). 

장 비고(Jean Vigo) 감독의 <니스에 관하여>와 같은 영화도 있다. 프랑

스의 휴양 도시 니스 전경을 항공 촬영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23

분 20여초의 러닝타임 동안 해변, 식당, 거리, 자동차 경주 장소, 유흥지, 

가장 행렬, 부대 행렬, 장례 행렬, 조형물, 공장 등 여가 공간과 생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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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루 훑는다. 그러면서 도시/휴양지, 전통/현대, 무산계급/유산계급, 

노동/향락, 삶/죽음, 운동/정지, 전쟁/평화 등의 대조적 화면 구성을 통해 

니스의 다양한 풍경을 펼쳐 놓는다.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공유하는 동시

에, 장 비고의 향후 작품 세계를 예고하듯 인위적인 미장센, 극단적 부감

과 앙각, 광학적 이미지,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 등의 활용이라는 면

에서 초현실주의적인 영상 기법의 특징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

부 장면 속에 기술 문명의 양면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영화에서 ‘니스’라는 도시 공간 속 기계 장치는 상류층에게는 자동차, 비행

기 등을 통해 여가와 편리의 도구로, 하류층에게는 공장의 기기와 설비를 

통해 규칙적 노동의 기제로 의미 부여된다.15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이러

한 이분법적 표상의 도식이 부정적으로만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활기 

넘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16

피사체에 대한 대상화의 차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작품들도 있다. 

이들 영화는 도시가 뽐내는 중심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 

서민들의 삶을 관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을 필름에 담아낸다. 

가령, 앞서 소개한 <베를린 정물화>의 후반 2분여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의 빈민촌으로 설정되었는데, 화면에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주택, 도로, 놀이 공간 등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여

15    윤학로(2009: 215)에 따르면, <무비 카메라를 든 사나이>의 경우 “혁명과 기술혁신이 긍정적으로 결합한” 대도시 

모스크바의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계급적 불평등”을 교차편집의 방식으로 환기시키기도 한다. 한편, 모더니즘, 

테크놀로지, 대중적 형식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문화적 계층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수아레스(Suárez, 2002: 

91)의 설명을 참고하건대, 도시교향곡 영화 속 계급의 문제는 이미 <맨해타>에서부터 내포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16    톰슨과 보드웰(Thompson·Bordwell, 2000: 289)은 이 작품이 “프랑스의 휴양지에 온 부유한 사람들을 냉혹하

게 풍자”한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윤학로(2009: 219-222)는 “휴양지 니스가 보여주고/숨기고 있는 양면성을” 은

유적으로 파편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근대화·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이 영화가, 장 비고가 언급한 ‘사회

의 마지막 발작들’을 “집중적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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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기술이나 기계 이미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술 낙관

주의적 시선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초반 1분여의 

시내 열차 장면을 통해 도시 속 테크놀로지의 기능은 대체로 용인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빈민촌을 비추는 데에 있어서도, 영화는 특별히 비판

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거리에 흩어져 있는 광경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배열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취한다. 

1931년 미국에서 제작된 제이 레이다(Jay Leyda) 감독의 <브롱크스의 아

침(A Bronx Morning)>의 경우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 혹은 절망적 분위기가 연

출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실생활의 다양한 자취들로 채색

되어 있다. 11분 10여초의 러닝타임을 지닌 이 영화는, 초반 1분 30여초까

지 시내 열차에서 바라본 시내의 이미지, 거리 곳곳에 장식되어 있는 사물

들의 운동 이미지가 이어진 후 이발소, 가발가게, 여타 상점들의 회전 이

미지로 전환되며 순수영화 스타일의 도상화된 영상 화면이 주를 이룬다. 

‘일(business)’, ‘삶(lives)’ 등의 자막에 이어 배치된 상점가, 주택가 주변의 보

통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이, 1920년대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를 연상시킬 

만큼의 실험적 카메라 및 몽타주 기법을 통해 수록된다. 이 영화에서 기술 

낙관주의적 시선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소도시적 생활의 소박함 

또는 반복성 등이 두드러져 있다. 그러나 초반 시내 열차 장면 및 마지막 

부분의 차도 장면 등을 보건대, 도시의 존속과 생활의 유지를 위한 테크놀

로지의 역할 및 위상 정도는 인정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도시교향곡 영화들 중에는 기술 유토피아적 요소가 탈색되어 

있는 듯 보이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1929년 벨기에에서 제작된 앙리 스토르크(Henri Storck) 감독의 <오스탕

드의 이미지>는 5분 40여초의 러닝타임 동안 도시 내 모두 세 곳의 풍경을 

전시한다. 오스탕드의 전경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이국적으로 묘사

한 장면, 해변 다리 위와 지나가는 배 등을 촬영한 짧지만 다소 느긋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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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래사장에서 놀이를 하는 이들의 평온하고 즐거워 보이는 장면이 그

것이다. 이 작품에는 영화사 초기 풍경영화 등에서 구사된 무난한 다큐멘

터리적 촬영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 작품 역시 그 안에 기술 낙

관주의적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휴양지 특유의 

여유로운 느낌과 이국적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다리>를 찍은 요리스 이벤스의 또 다른 연출작 <비>에서의 경우, 비 

내리는 암스테르담의 정취가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화는 14분 

20여초의 러닝 타임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2분 55초)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시간 동안,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차분하고 낭만적인 시선으로 

한 편의 풍경화처럼 필름에 담아낸다. 카메라는 평소에는 익숙해 있을지 

모를 도시 공간의 구석구석을 색다른 시점에서 포착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서 주택, 빌딩 등의 인공적인 건축물과 도로면, 배수구 등의 기반 시설, 그

리고 여러 교통수단들이 ‘비’라는 자연 현상과 어우러져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한다.17 

이를 통해 영화는, 테크놀로지를 직설적으로 긍정하거나 옹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활과 자연 환경(영화에는 여러 동식물도 등장한다)이 근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일이 가능함을 

은은하게 내비춘다. 이러한 지점에서, 탈기술주의적 태도가 저변을 이루는 

듯 보이는 감각적이면서 감성적인 영화 텍스트에도 테크놀로지적 유토피

아에 대한 상(像)이 묻어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처음부터 기계의 가장 지속적인 정복 대상은 빠르게 유행에 뒤처지

는 기구도, 빠르게 소비돼 버리는 상품도 아닌, 바로 삶의 양식” 그 자체임

을 지적한 멈퍼드(Mumford, 2014: 448)는, 기계가 “비굴한 예속 상태를 강화”

17    이 작품에 대해 톰슨과 보드웰(Thompson·Bordwell, 2000: 289)은, “타일 지붕과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빗물과 

수로와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여”주었으며 “전유럽의 예술영화 관객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많은 모

방물을 양산했다.”라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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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의 해방” 즉 “상상과 도전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음을 역설한다. 더구나 ‘영화’라는 예술 혹은 매체는, 키틀

러(Friedrich Kittler)의 설명에 따르면 마치 ‘상상계’의 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으

로 “분쇄되고 절단된” 이미지를 내놓는다(심혜련, 2015: 171). 

조금 더 확장하여, 일부 도시교향곡 영화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인위적, 가변적인 성격의 건설적, 계획적 사회”를 상정한 ‘과학적 유토피

아’와는 대비를 이루면서 “완전한 세계에 대한 몽상과 환상”을 담은(박호강, 

1995: 736) 17세기 이전의 ‘휴머니즘적 유토피아’의 욕망을 노출시킨다고 보

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이들 작품이 때로는 기계의 일상화나 탈기술주

의적 경향을 담지하며 테크놀로지의 양면성을 노출시키거나 영상 화면의 

모호성을 연출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이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발

산되는 이유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연적으로 담지하고 있을 유토피아 세

계의 복원에 대한 욕망에서 구하는 일도 무리는 아닐지 모른다. 

Ⅵ. 나오며

살펴본 바대로, 1920년대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 각국 및 각지의 ‘도

시교향곡 영화’에는 테크놀로지 사회의 유토피아적 표상이 함유되어 있다. 

도시교향곡 영화의 사상적, 미학적 영향의 토대는 동시기 영상 제작에 있

어서의 예술 지향과 다큐멘터리의 장편화 및 형식화 등에서 찾을 만한데, 

주목되는 점은 당시의 실험, 기록, 극영화에서도 기계-기술적 요소가 발

견된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도시교향곡 영화는 도시화의 진전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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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낙관주의로 정리되는 철학적 인식을 배경에 두고 있었다. 이에, 텍스트 

내에서는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기계-기술의 이미지가 화면을 수놓고 

있으며 도시 공간의 기계화 현상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기계

와 인간의 관계 또는 기술 중심주의적 사회화 추세에 대한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예견이 동시에 표출된다. 

하지만, 당대 도시교향곡 영화가 모두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적 상

(像)을 지배적으로 투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실적 도시 공간을 대상

화한 이들 작품 중에는 기계의 일상화를 다소 비판적으로 그리거나 아예 

탈기술주의적 광경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점에서 유토피아 세계의 복원에 대한 인류의 내

재적(혹은 잠재적)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후의 양상을 되짚어 보자. 1929년 10월 뉴욕에서 시작된 미국발 대

공황의 여파는 미국은 물론 전 유럽을 강타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은 독

일과 미국에서 25%에 이르렀”고 “세계 산업생산량은 30%나 줄어들었으며, 

세계무역은 60%나 감소”하였다(Blanning, 2003: 227). 프랑스에서도 1930년에 

접어든 이후 “다양한 경제 활동 지표가 하강”을 나타내었다(Dupeux, 2000: 

230).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1930년대 서유럽 각국의 정치 불안과 독일, 이

탈리아 등에서의 파시스트 정권에 의한 권력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소련에서 역시 스탈린의 철권 정치가 맹위를 떨쳐 가던 중에 사회주의적 

집단 생산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에서 역시 “국내의 좌우파의 압력과 더불어 ‘미국적 꿈’과 민주주

의가 위태로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시카고, 뉴

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의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사람들은 “기술 유토피아 

사회를 미리 체험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회가 실현가능하다는 믿음을 지

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김덕호, 2010: 134).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환경(변화)

이 기술적으로 발성영화 시대가 주를 이루게 되는 당대 영화 제작 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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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쳤음은 자명하다. 

테크놀로지가 “물질적 향상(material betterment)”을 견인하며 가장 주요

한 “진보의 상징(symbol of progress)”으로 자리하게 된(Jonas, 1981: 412) 현 시점

에서 다시 1920년대를 돌이켜 보건대, 도시교향곡 영화에 나타난 테크놀로

지의 유토피아적 표상 또한 단순히 시대적 산물임을 넘어 근대를 관통하는 

시공간의 예술적 지표라 할 만하다. 아울러 그 기저에 “관념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유물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今村, 1999: 125) 기계론적 세

계관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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