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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 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기계의 눈들이 얽혀 있는 감시와 역감

시의 장에서 과잉 노출을 감수하면서 생활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감시기

술의 효용성과 부작용에 한 양가적 입장도 복잡하게 상존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화 <감시자들>과 <아이 인 더 스카이>를 통해 첨단 시각기계를 

활용한 감시와 역감시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인공적 시선의 유토피아에서의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보기의 가능성을 모색하 다. 두 화는 모두 ‘기술적 

감시’를 핵심 소재이자 주제로 삼아, 우리 시  감시권력이 필연적으로 내포

 * 이 논문은 2015년 한양 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000 
00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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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윤리적 폐해와 치부를 드러내며, 감시의 양가적 상

존성을 숙고하게 하 다. 화 분석을 위해, 기술이 개입된 시각 체계의 위

험성을 주목하여 시각기계에 의존하는 보기가 결국 인간 주체성을 상실하고 

정교한 원격 감시 체계를 초래한다는 폴 비릴리오의 이론을 활용하 다. 

<감시자들>은 첨단 감시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감시반 경찰들과 천재적인 

범죄자와의 첨예한 ‘시선의 전쟁’을 그린다. 특히 여주인공은 적극적으로 시

각기계 되기를 시도하여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기계의 기능처럼 작동함으로

써 사건을 해결한다. 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함께 전면적인 감시 시

스템이 확장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 역기능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아이 인 더 스카이>는 현  드론 전쟁의 실상과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단, 시각 테크놀로지를 통해 상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연민과 공감 등 인간적인 감정이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반성적으로 전망한다. 첨단 시각 테크놀로지는 이제 인간

이 주도적으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까지 보

인다. 지속적으로 감시자의 자격을 묻고 역감시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기술 

바깥의 비판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동시에 감시 테크놀로지를 사용

하는 이와 함께 사용되는 이들의 윤리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감시, 역감시, 폴 비릴리오, 감시자들, 아이 인 더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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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rveillance and 

counter-surveillance of digital environment

-Focusing on the movie <Cold eyes> and <Eye in the sky>-

Shin, Sung Hwan

Associate Professor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rveillance and 

counter-surveillance using advanced visual technologies and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subjective and ethical view in utopia of gaze. In the digital 

environment, we live with overexposure in everyday life of surveillance and 

counter-surveillance where the eyes of many machines are intertwined. There is 

also a dual position on the utility and side effects of surveillance technology. 

The movies <Cold eyes> and <Eye in the sky> both use technical surveillance 

as a central theme, revealing the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surveillance 

power inevitably, and pondering the multiple possibilities of surveillance. This 

study utilized Paul Virilio’s theory that the view that depends on the visual 

machine ultimately results in a sophisticated remote surveillance system.

<Cold eyes> deals with a sharp ‘gaze battle’ between police officers armed 

with superior surveillance techniques and genius criminals. In particular, the 

heroine actively tries to become a visual machine, solves the case by acting as 

a machine function of her senses and perception. This movie exposes the 

dysfunctions that make the individual helpless by expanding the overall 

surveillance system with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citizens. <Eye in the sky> 

presents the truth and the damage of the modern drone war nakedly. This 

movie, on the other hand, reflects on the possibility that human emotions such 

as compassion and sympathy can be strengthened if the visual technology 

allows us to see the object in detail. Now a more critical viewpoi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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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tantly ask for the qualification of surveillance and to point out the 

necessity of counter-surveillance. At the same time, we should talk about their 

ethics used together with the use of surveillance technology.

Key words

surveillance, counter-surveillance, Paul Virilio, Cold eyes, Eye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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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 수배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

던, 이른바 ‘마술절도녀’1) 사건은 우리 시 의 ‘보기(seeing)’에 관한 

퍽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주로 역세권 근처의 손님이 붐비는 제

과점이나 서점 같은 상점들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 중년 여성은 말 

그 로 마술 같은 현란한 손놀림을 발휘하여 점원을 농락하고 돈을 

가로챘다. 빵이나 책을 구입하는 시늉을 하며 카운터에서 값을 지불

하는 척 하다가 점원 눈앞에서 돈을 순식간에 접어 넣는 방법이다. 

점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물건을 내주자, 잠시 후 다시 나

타난 여성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환불해 달라고 말한다. 점원이 물건

과 교환하여 내 준 돈을 

고스란히 챙긴 여성은 유

유히 사라진다. 웬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속을 것 같지 않

은 방법 같지만, 같은 수

법으로 무려 200여 차례

나 범행을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2) 실제로 이는 

1) 물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나 범죄의 피해자를 ‘∼녀’라는 명명법으로 

지칭하는 언론의 수사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

다. 단, 본 논문에서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해당 명명법을 빌려 쓰는 방식으

로 논의의 단서를 풀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잠시 비판의 태도를 유보하고 이 

명명법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마술절도범’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2) 2012년 2월 1일 KBS 아침뉴스타임 <눈앞에서 사라지는 돈? 마술절도녀> 참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28354&source=http://search.naver.com/se
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url=http://n
ews.kbs.co.kr/society/2012/02/01/2428354.html&ucs=PLW+A2+goyFL&retRef=Y>
(검색일: 2018.5.6)

[그림 1] 마술절도범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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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술을 이용한 테크니컬 마술의 일종인 머니 매니플레이션(money 

manipulation) 기법이다.3) 즉 눈이 이미지를 뇌에 전달하여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녀의 탁월한 이미지 연출법에 

의해서, ‘계산’이라는 실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산이라는 

이미지’가 발생하여 점원의 뇌에 주입 투사된다. 점원들의 증언에 의

하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성이 속사포 같은 수다를 늘어놓고 

지폐를 손에 툭툭 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정신을 흐트러뜨렸다고 한

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부제인 “눈 뜨고 당했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눈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뇌는 곧잘 오류를 일

으키며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기억을 편집하는 것이다.4)

마술절도범의 신출귀몰한 범행을 적발한 장본인은 상점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TV(이하 CCTV) 상이다. 업 종료 후 결산까지 피

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원은 뒤늦게 CCTV 상을 확인하고 ‘마술’

에 홀렸음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예리한 눈이 아니라 CCTV라는 감시 

기계의 눈을 빌릴 때 비로소 음침한 마술의 비 은 만천하에 폭로된

다. 신비한 ‘마술(손놀림)’이 이성적인 ‘과학(CCTV)’에 의해서 격파되

고 징치되는 양상이야말로 문명적인 인과응보의 서사로 보인다. 그런

데 사실 CCTV 자체가 자율적으로 마술절도가 일어나는 순간을 기민

하게 지목한 것이라기보다는, 끈기를 갖고 해당 상을 꼼꼼히 관찰

한 점원과 주인의 눈으로 찾아 낸 것이다. CCTV는 그냥 무미건조하

3) 이 기법에 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정한석, < 화에 관한 두 가지 우화, 
현실에서 상 된 ‘마술 절도녀’와 현실성을 강화한 ‘자전거 탄 소년’>, ≪씨

네21≫, 씨네21주식회사, 2012.5.4’ 참고.
4) 마이클 캐플런(Michael Kaplan)은 이러한 ‘인지 함정’이 왜곡된 현실을 보게 

하면서, 단순한 착시현상뿐 아니라, 초자연현상, 사물 인식, 거짓 증언 등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뇌는 착각과 환 을 만들어낼 뿐만 아

니라, 뇌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다.(마이클 캐플런, 이지

선 역, 뇌의 거짓말, 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조작하는가, 이상, 2010, 110∼
12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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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항상 켜져 있을 뿐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돌려 보기 마련이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삭제된

다.5) 결국 CCTV는 이를 관리하고 판독하는 사람의 눈에 의해 재해

석됨으로써만 의미를 갖게 된다. CCTV가 즉각적으로 범죄 현장에 개

입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CCTV는 범죄의 흐릿한 무

의식 혹은 자취를 쫓을 뿐이며,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여전히 사람

의 몫일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우리는 시선의 유토피아 시 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시선을 지니게 되었다. 첨단 시각 테크놀로지와 전자 통신 테크놀로

지가 우리의 시각 체험에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라는 장애를 

말끔하게 삭제6)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연적 눈, 시력은 그 로이거

나 약간 더 나빠졌지만, 다양한 시각기술과 시각기계에 의존하여 훨

씬 더 멀고 자세히 오래 볼 수 있게 되었다. 절 적으로 그 장소 바

깥에서 멀리 떨어진 채 카메라로 표되는 시각기계를 통해 마치 거

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보는 상황은 너무나도 익숙하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화가의 눈(자연적 눈)과 카메라의 눈

(기계의 눈)을 조하여 설명한 바 있다.7) 화가의 눈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을 파악한다. 반면 카메라의 눈은 거리를 착하여 상에 

침투해 들어간다. 카메라의 눈은 마치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의 몸에 

깊숙이 침투하는 외과의사의 눈에 비유된다. 이처럼 둘은 상을 바

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화가가 상에 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취한다면 카메라맨은 부분적인 이미지를 취한다. 

파파라치의 시선을 닮은 카메라의 눈은 집요하고 호전적이며 탐욕적

인 호기심으로 넘쳐난다. 사진에 한 수전 손택(Susan Sontag)의 유

5) 박인규, ｢다큐멘터리의 사실성과 장르 변형｣, 현상과 인식98호, 2006, 158쪽
6) 허문 , ｢위장된 쾌락, 오인된 분노｣, 보이지 않는 화, 강, 2014, 14쪽.
7) Walter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IN: BD. Ⅰ. 2, S, 1936, 4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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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해석8)처럼,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약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

닌다. 그것은 항상 가려진 장막을 들추고 그 안의 벌거벗은 실상을 엿

보기를 욕망하며, 이는 사적 공간에 한 과도한 침범으로 이어진다. 

애초에 카메라는 감시와 훔쳐보기에 최적화된 시각기계인 것이다.9)

현 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기계의 눈들이 얽혀 있는 감시

와 역감시의 장에서 과잉 노출을 감수하면서 생활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세계를 관찰하고 인지하는 역할을 CCTV 같은 시각기계에게 

전담시키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범죄 예방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

유를 근거로 더 많은 감시기계들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이다. 

무언가 사소한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뜸 CCTV부터 확인해 보자고 

나서는 건 우리들 자신이다. 감시기계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받아들

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혜택을 보려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두

려운 것은 시시각각 우리를 포착하고 인지하는 감시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감시기계가 없는 시공간에 방치되는 상황이다. 감시의 부재야

말로 과잉감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겨진다. 

미셀 푸코(Michel Paul Foucault)의 언급처럼 “보는 시선은 지배하는 

시선”인 동시에 “시각의 헤게모니는 권력의 헤게모니”10)라면, 결국 

시각기계를 장악하고 운 하는 이들이야말로 지배력과 권력을 행사하

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시선의 권력,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의 위계 역시 변화되는 실정이다. 즉 보는 사람은 일방

적이고 독점적이며, 보이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다는 식으로 

8)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 1부에서 사진을 찍는 약탈적 속성을 설명하면서, 
어 동사 ‘shot’이 ‘사진을 찍다’와 ‘총을 쏘다’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수전 손택, 이재원 역, 사진에 관하여, 시울, 2005, 15∼
48쪽 참고)

9) 최근 가장 각광받는 TV 프로그램이 안팎의 공간에 수많은 카메라를 설치하

여 출연자들의 24시간을 고스란히 관찰하고 훔쳐보는 리얼리티 예능의 방식

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카메라의 속성을 감안해 볼 때 의미심장하다.
10)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 편, 정성철⋅백문임 역,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 

시각과 언어, 2004,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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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본 상점의 주

인과 점원이 CCTV를 운 한다는 점에서 손님들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두운 골목골목 설치된 CCTV를 의식하면

서 우리는 오히려 사려 깊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낀다. CCTV

를 통해 아파트 단지 곳곳을 살피는 경비원은 주민들보다 결코 우월

한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카메라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일정한 권력을 인정받고 과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감시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의 구도보다는 차라리 시각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과 사용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

고 둘은 완벽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겹쳐서 존재한다.

최근 우리가 카메라와 사진을 다루는 방식은 암묵적인 시사점을 제

공하는 듯 보인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억과 경험은 사진 자체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이 가장 각광받는 SNS인 우

리 시 에, 경험한다는 것은 그 경험을 사진으로 찍는 일과 똑같아졌

다. 모든 사물과 풍경들은 마치 사진에 찍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 마

냥 다루어진다.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삶이 흥미진진하고 의

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흥미로워서 찍는 것이 아니라 찍어야 흥미

롭다. 가령 여행은 오로지 멈추고 사진 찍고 이동하는 과정으로만 채

워진다. 사진으로 찍기 좋은 것과 좋은 곳들만 찾아다니는 여행은 고

작 사진 수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사진 찍기라는 부차

적 목적이 생생한 삶이라는 본래 목적을 삼켜버린 상황은, 우리가 기

계의 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 로 기계의 눈이 우리를 사용하

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렇게 본다면 마술절도범의 경우도 찍히는 순

간 이미 발각된 것이나 다름없다. CCTV가 정확한 눈으로 놓치지 않

고 범행을 기록해 놓았으며, 다만 한참 지난 후에야 점원과 주인이 

이를 2차적으로 판독, 확인했을 뿐이다. 즉 CCTV가 점원과 주인을 

사용하여 범인을 확정한 것이다. 극히 사소한 사건조차 목격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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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CCTV 기록이

야말로 강력한 법정 증거로 활용되는 현재, 적어도 범인 검거에 있어

서 일등공신은 CCTV가 틀림없으며, 점원과 주인은 그저 미약한 조력

자(혹은 신고자)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감시와 시선의 역학관계, 시각기계의 사용과 사용됨을 논의하는 과

정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관점은 표적인 기술 비관론자로 

칭해지는 폴 비릴리오(Paul Virilio)의 이론이다. 비릴리오는 첨단 시각 

테크놀로지가 초래한 인간 주체의 변화 문제를 기술발전과 시각체계

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흥미롭게 탐구하 다.11) 그는 이른바 ‘지각

의 병참학’이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시각과 전쟁을 연관짓고, 무엇보다도 기술이 개입된 시각 체계의 공

격성과 위험성을 경고한다. 기계와 매체로 인한 인간 확장을 긍정적

으로 전망한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과는 상반되게, 비릴리오

는 많은 경험들이 기계에 의해 매개된 지각방식으로 가는 것은 오히

려 진짜 지각은 쇠퇴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각종 시각기계

들이 난립하면서 인간의 시각적 주체성은 급격히 해체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지각능력이 기계로 전이되면서 시각

이 과거 어느 때보나 더욱 확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각

을 신뢰하기보다는 시각기계를 더 신뢰하는 쪽을 택한다. 그러나 시

각기계에만 의존하면서 간접적으로 세계와 사물을 감지하면서 인간의 

직접적인 감각은 퇴화되고 수동적 존재, 즉 마비되고 사라지는 존재

로 변화시킨다.12) 자연적 시각이 모니터와 스크린으로 재현되는 인공

적 시각으로 전환되고 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정교한 원격 감시 체계가 

11) 비릴리오의 지각이론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폴 비릴리오, 이재원 역, 
속도와 정치, 그린비, 2004; 폴 비릴리오, 권혜원 역, 전쟁과 화, 한나

래, 2004; 폴 비릴리오, 배 달 역, 정보과학의 폭탄, 울력, 2002; 심혜련, ｢
기술 발전과 시각 체계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2010, 33∼54쪽’ 등 참고

12) 디터 메르쉬, 문화학연구회 역, 매체이론, 연세 학교 출판부, 2009, 188쪽.



231

디지털 환경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에 대한 고찰 | 신성환

강화된다. 이는 애초에 현  기술은 모두 힘과 권력, 전쟁을 위해 만

들어진 것이고 필연적으로 억압의 기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비릴

리오의 비관적인 전제와 맥이 닿아 있다. 시각기계의 발명과 전쟁 테

크놀로지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편의 화를 통해 

첨단 시각기계를 중개로 한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인공적 시선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에서의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보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심 텍스트는 화 <감시자들 

Cold eyes>(2013)과 <아이 인 더 스카이 Eye in the sky>(2015)로, 모두 

‘기술적 감시’를 핵심 소재이자 주제로 삼고 있다. 두 화를 분석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감시의 목적으로 첨단 시각기계를 사용하는 주

체를 각각 경찰 공권력과 미국⋅ 국 군사 수뇌부로 설정하고, 이 막

강한 시각의 힘이 갖는 문제적인 딜레마를 제시하여, 우리 시  감시

권력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윤리적 폐해와 치부

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에 의존한 보기와 이로 구성되

는 감시집합체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와 역기능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비릴리오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디지털 (역)감시의 효용성

과 부작용에 한 양가적 태도가 엇갈리고,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

아적인 상상력이 모호하게 공존하는 현  사회에서, 두 화 모두 첨

단 시각 기술과 그 운 (자)들에 해 양가적인 입장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감시자들>이 시민의 안전과 범죄 징치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감시 기술의 일상적 편재성을 인식하면서도 전자 판옵티

콘의 불안한 징후를 전달한다면, <아이 인 더 스카이>는 타인에 한 

공감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감시 기술의 가능성을 숙고하는 동

시에 회의한다는 점에서 이 양가성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두 화 모두 동시 에 존재하는 시각기계가 지닌 기술적 수준

의 최 치를 보여준다는 점도 논의에 유용성을 부여할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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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적 감시와 시선의 권력이 작동하는 원리와 메커

니즘을 실제 상 분석과 연관지어 접근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 상 텍스트로 다루

고 있는 <감시자들>을 중심으로 상 기술의 발전과 인간에 한 통제가 

화 텍스트 상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다룬 함충범의 논의(｢ 화 속 

테크놀로지와 인간, 그리고 통제의 문제｣, 현 화연구27집, 2017, 7)에서

는 <감시자들>이 현  사회에 만연한 감시에 한 자각을 일깨우며, 기술과 

결부된 감시와 화를 통한 현실의 시지각적 경험이 내러티브 및 스펙터클 

효과를 발산하고,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의 위력과 부작용을 명시하는 동시

에 통제 권력의 불안정성과 테크놀로지 역학의 중심 이동을 환기시키고 있

음을 분석하 다. CCTV로 표되는 통제권력의 일상화와 감시장치의 편재

성, 디지털 감시기술의 양가성과 불안정성 등에 한 관점을 참고하 으며, 
본 논문은 주로 화의 서사적 측면을 비릴리오의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

는 방향을 취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 시선의 권력이 한국 화 안에서 재현

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그 권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김지미의 논의(｢한
국 화의 ‘판옵티콘’과 ‘시놉티콘’｣, 겨레어문학5집, 2014, 12)에서는 여성

의 육체를 폭력의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편의 화인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2>, <분노의 윤리학>, <노리개>, <공정사회>, 그리고 남성 인물이 

시선의 주체로 등장하는 <감시자들>과 <더 테러 라이브>를 분석하 다. 특
히 <감시자들>은 범죄 통제가 완벽하게 가능해지는 판옵티콘적 사회에 한 

판타지를 형상화하고, <더 테러 라이브>는 시놉티콘을 통한 쌍방향적 권력 

감시 체제를 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감시자

들>이 디지털 시 의 판옵티콘으로서 경찰 권력을 단순히 옹호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감시사회에 한 불안과 자의식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각 테크놀로지에 한 더욱 상세한 분석으로 해명하고자 하 다. <감시자

들>에 내재한 내용과 형식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조흡의 논의(｢<감시자들>과 

통제시 의 문화정치｣, 문학과 상15권 4호, 2014, 12)는 이 화가 생산하

고 있는 고조된 감성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들이 푸코의 감시체제보다 

더욱 심화된 통제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음을 분석

하 다. 특히 <감시자들>이 지닌 문화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화의 

감성적 에너지가 관객들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통제사회를 준비하고 

비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접근하게 유도한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 
단, 해당 논의는 담론과 이론적 접근에 주력하여 화에 한 구체적인 분석

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도출되기도 한다. 또한 비릴리오의 속도론을 화 

‘본 시리즈’에 적용하여 감시 테크놀로지와 이에 한 저항 양상을 다룬 심

혜련의 논의(｢디지털 노마드와 유비쿼터스｣, 인문학연구82집, 2009)도 비릴

리오의 관점과 감시 테크놀로지의 권력화 양상을 해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참고하 다. 비릴리오의 관점은 각주 11)에 명시한 자료들을 참고하 으며, 
두 화의 경우 추가로 몇몇 저널리즘 비평들을 참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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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 기술과 인간의 시각기계화 : <감시자들> 

조의석, 김병서 감독의 <감시자들>은 천재적인 감각과 전략으로 범

죄를 자행하는 전문 범죄자 그룹과 첨단 감시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특수범죄팀 감시반 경찰들의 첨예한 ‘시선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 고

도로 디지털화된 CCTV와 전자 송수신장치, 휴 폰, 태블릿 PC 등의 

기술은 이 화의 서사와 직결된 중요한 소재들이다. 최근 한국 화

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CCTV가 서사 전환의 결정적 요소로 떠

올랐다”14)는 지적을 고려해 볼 때, 범죄와 맞서는 경찰들의 형상도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를 보인다. 투박하고 끈질긴 잠복과 탐문 조사, 

초인적인 체력과 의지, 흉악한 범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에너지, 

야생동물 못지않은 본능적인 통찰력과 추리력 등을 미덕으로 삼던 아

날로그적인 경찰의 형상 신, 첨단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자재로 다

루면서 통계와 확률을 취합⋅계산하고 방 한 자료 분석을 통해 프로

파일링을 수행하며 민간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금기의 네트워크에 침

투하여 용의자를 특정해 내는 이른바 정보 엘리트 형상의 경찰들이 

즐겨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15) 경찰 주인공이 이른바 몸으

로 뛰는 육탄형 캐릭터라 할지라도 범죄 해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은 개 그(녀)를 조력하는 정보 엘리트형 경찰이나 외

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시론(試論)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지속적인 논의

를 추동할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 한다.
14) 김지미, 앞의 논문, 156쪽.
15) 물론 최근 크게 흥행한 <범죄도시>(2017)를 보면 아직 투박하고 거친 육체미

를 지닌 형사 캐릭터가 인기를 끄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같기도 하다. 이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자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강력하고 정

의로운 공권력에 한 갈망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베테

랑>(2015)의 서도철 형사 역시 육탄형 형사 캐릭터라고 할 수 있지만, 화 

결말부 거리 격투 장면에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하면서 조태오의 악

행을 더 자극하여 분명히 기록하게 한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감시자들>의 

감시반 경찰들은 단순히 CCTV 같은 감시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 운 하고 나아가 기획까지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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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보 전문가의 몫이다.

일반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첨단 감시 테크놀로지 시

스템을 확보한 공권력은 비릴리오가 ‘시각의 병참술’16)이라고 명명한, 

즉 시각을 장악한 자가 권력을 선점한다는 ‘시선의 권력’을 직접적으

로 소유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전자 판옵티콘의 실질적인 현장 관

리자인 경찰들이 블루칼라 노동자 형상에서 점점 더 지배계급을 연상

시키는 날렵하고 세련된 화이트칼라 엘리트의 형상으로 그려지는 것

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경찰) 히어로물의 불가피한 속성은 선

한 주인공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이에 맞서는 악인 캐릭터

의 힘 역시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시자들>에서도 감

시반의 첨단 기술 권력에 필적할 만한 막강한 악당인, 전문 강도단의 

천재적인 리더 제임스가 등장한다. 그는 육체적인 능력 못지않게, 경

찰의 감시 테크놀로지에 필적할 만한 뛰어난 범죄 테크놀로지를 보유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림 2] 제임스의 시점-1 [그림 3] 제임스의 시점-2

제임스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기보다는 전체 범죄를 기획하고 조율

하는 일종의 지휘자이다. 감시반이 그의 별칭을 ‘그림자’라고 지은 것

도 이런 특징과 연관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철

두철미한 계획 하에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부하들을 통제하

16) 폴 비릴리오, 권혜원 역, 전쟁과 화, 한나래, 200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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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완전범죄를 저지른다. 지휘 관제탑 노릇을 하는 곳은 범죄 현장 

인근 초고층 빌딩의 옥상이다. 이 화가 가장 빈번하게 채택하는 시

점 가운데 하나인 ‘버드 아이 뷰(bird-eve-view)’17)는 그 자체로 ‘전지

적 시점’을 취하며 범죄를 내려다보는 설정을 반 한다.(그림2, 3) 감

시반 경찰들이 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에 비해, 

제임스의 월등한 상위의 시점은 그들의 행동과 동선을 꿰뚫어보며 탁

월한 감시의 기능을 발휘한다. 자신 일당을 감시하는 경찰을 감시하

는, 역감시를 수행하는 것이다. 감독들은 이러한 설정이 제임스는 옥

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자로, 감시반 황반장은 땅의 지휘자로 보 으

면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두 그룹의 비주얼적 

차이도 두었는데, 제임스에게는 부감을 많이 주었고 땅에 있는 감시

반들은 아이 레벨을 되도록 유지했다는 것이다.18) 물론 망원경과 무

전기, 도청기 등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전체 범

죄 현장과 경찰의 응을 조망하는 제임스는 생래적인 감각 및 지각

이 감시에 최적화된 천재적 범죄자로 여겨진다. 관객은 제임스의 그

것과 동일시된 카메라의 시선을 취하며 제임스와 함께 범죄 현장을 

조망하고 기획하는 위치에 놓인다. 애초 이 화의 원작이 홍콩 유내

해 감독의 <천공의 눈 The eye in the Sky>(2007)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천공(天空)’, 즉 신처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알고 

있는 제임스의 시선이야말로 화의 핵심 시점이자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감시자들인 경찰과 공권력을 역감시하고 기만하는 제

임스야말로 진정한 ‘천공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제임스처럼 고도

(高度)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드러낼 수 있는 지각의 병참술은 

“우연과 뜻밖의 기습을 원히 금지하는 신의 눈의 기술자적 버전”19)

인 셈이다.20)

17) 김지미, 앞의 논문, 167쪽.
18) 감독들의 인터뷰 참고<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3818>(검색

일: 2018.5.6)
19) 폴 비릴리오, 앞의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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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3분 만에 완벽하게 

은행 무장 강도를 저지르는 

제임스 일당의 범행과 함께 

감시반 황 반장이 신참 경찰

인 하윤주의 능력을 테스트

하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시

작된다. 마침 두 그룹의 동선

이 공교롭게 겹치면서 주요 

인물들이 소개되는 방식을 취한다. 테스트는 하윤주가 황 반장이 알

아차리지 못하게 미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만난 인물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것인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체가 탄로 나기는 

하지만 하윤주는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고 감시반에 합류하게 된다. 

<감시자들>은 총명하고 우수하지만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신입 여형

사가 치열한 현장 경험을 통해 팀의 일원으로 자리잡아가는 성장담의 

외형을 띠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감시반의 최고참인 황 반장과 하

윤주가 비되는 양상이다. 황 반장은 오늘의 운세 보기를 거르지 않

고 장기말로 부하들을 지휘⋅배치하는가 하면 2G폰을 쓰는 등 아직 

아날로그적인 세 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반면, 하윤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신체의 일부처럼 소지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종의 사제관계라고 할 만한 두 사람은 아날로그적인 성향

과 디지털적인 성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며 모든 단서와 흔적을 

20) ‘제임스’라는 흔하디흔한 서구적인 이름과 함께, 그의 과거 전력이나 사연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그는 한국인의 외양을 갖고 있지

만 국적 불명과 정체불명의 소유자이다. 그의 범죄 멘토이자 조직 내 상급자

인 정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제임스의 과거를 짐작

해 볼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화 말미에서 제임스 역시 거

한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암시되지만 끝내 그 고유한 정체는 밝

혀지지 않는다. 결국 ‘제임스’라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름을 한, 그리고 

그림자 같은 은 한 시선으로 도시의 일상을 매순간 감시하는 누군가의 존

재감을 은연중에 상기시키는 설정인 셈이다.

[그림 4] 특수범죄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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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으면서 제임스 일당을 쫓는다. 감시반이 소속되어 있는 특수범죄

팀 건물은 마치 IT 기업 사무실을 연상시키는 첨단의 공간으로 묘사

되며, 경찰들 역시 자유분방한 엘리트 사원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외모와 옷차림을 갖추고 있다.(그림4) 단, 감시반은 그러한 사무

실 공간을 가로질러,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폐되고 낮은 조도의 별

실을 사용한다. 아무리 개방적이고 투명해진 경찰 조직 내일지라도 

비 스러운 감시와 감청을 주업무로 하는 감시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위상을 공간적으로도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감시반은 최첨단의 감시 장비를 보유⋅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움직이는 감시기계 노릇을 수행한다. 수

상한 자를 발견하면 따라붙어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분명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용의자임을 확정하는 식이다. <감시자들>의 독창적

인 긴장감은 누군가를 내내 남모르게 쫓아다녀야 한다는 것(동선)과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로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시선)에

서 발생한다.21)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의 자연적인 

눈이 담당한다. 디지털 첨단 감시 기계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100% 이를 신뢰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감시의 마침표

를 찍는 것은 인간인 셈이다. 황 반장이 제임스 못지않은 동물적인 

직감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도처에 감시의 눈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계의 눈이 포괄

하지 못하는 사각지 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처럼 

감시기계들의 역을 벗어난 곳은 사람이 직접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루하고 끈질긴 잠복과 감시 끝에 어렵사리 CCTV를 통해 

용의자 한 명을 찾아내어 그를 실마리로 서서히 제임스 일당에게 근

접해 간다. <감시자들>의 추격전은 감시자와 쫓기는 자의 시선을 매

개로 강남 테헤란로, 이태원, 청계천, 여의도, 등포, 종로 등을 종횡

무진 활보하며 서울 곳곳의 면면을 상세하게 스케치한다. 그런 면에

21) 정한석,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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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화의 또다른 주인공은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이기도 하다. 흥

미롭게도 도시 곳곳은 종종 화 카메라 안의 카메라, 즉 CCTV 화면 

속에서 목표물을 탐색하거나(그림5) 또 포착하는(그림6) 배경으로 제

시된다. 관객은 화 자체의 카메라, 화 안의 카메라인 CCTV를 아

우르며 감시 상을 지켜볼 수 있다.22) 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23)은 그 자체로 화의 현

실감을 강화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재진

행형의 사건으로 자리매김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감시의 양상은 섬뜩

한 폐해로 느껴지기보다는 화적 스릴과 액션으로 박진감 넘치게 진

행된다.

22) 함충범은 CCTV 화면 활용이 ‘카메라-등장인물-관객’의 시선을 역동적으로 

구성하여, 보는 행위와 보여지는 행위 사이의 관계를 문제시한다고 언급한

다. “ 화를 통해 관객은 ① 극중 감시 상자의 모습, ② 그를 촬 하는

(혹은 촬 할) CCTV 카메라의 모습, ③ 카메라의 관점에서 본 그의 모습, 
④ CCTV 모니터에 비추어진 그의 모습, ⑤ 이를 주시하는 감시 행위자의 모

습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게다가 화는 편집을 통해 이러한 각각의 장면을 

다양한 조합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보는 행위와 보이는 행위, 보는 자와 보여

지는 자 간의 관계 혹은 위계를 드러낸다”(함충범, 앞의 논문, 153∼154쪽)
23) 2013년 기준으로 국에는 410만∼590만 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전문가들은 한국에도 450만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 추정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이나 국 모두 민간 부문 

CCTV 설치 현황에 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져보아야 할 점은 

CCTV의 효율성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큰가라는 것이

다. 2009년 국 런던경찰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CCTV 1000 를 설치해

야 연간 1건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주민등록⋅CCTV⋅SNS… 
‘무한 감시’에 한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3.10.3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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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범인 탐색 [그림 6] 범인 포착

하윤주의 탁월한 기억

력과 관찰력으로 인해 

감시반은 결정적으로 제

임스 일당의 턱 밑까지 

당도한다. 추가적인 범행

을 저지하고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지만, 막상 제

임스를 체포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제임스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이 살해되자 감시반

은 해체 위기에 처한다. 쫓기던 제임스가 청계천의 군중들 속에 몸을 

숨기자 항상 옥상에서 감시반을 내려다보던 그를 황 반장과 하윤주가 

거꾸로 내려다보는 장면은 시선권력의 역전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7) 이제 관객은 경찰의 시선을 따라 제임스를 추적한다. 정체가 

노출된 순간 제임스는 시선의 약자로 전락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임스가 도심을 벗어나 황학동 시장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황 반장

과 하윤주가 제 로 추격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CCTV로 표되는 감시기계들이 집한 도심에서는 가차 없이 제임

스를 압박하지만, 사각지 라고 할 만한 재래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

길 안에서는 감시자들 역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

각지 에서는 어떤 감시기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들보다 천부적

인 감각과 본능을 지닌 제임스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

[그림 7] 시선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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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히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처음 테스트 도중 지하

철에서 제임스와 마주쳤던 것을 하윤주가 용케 기억해내고 다시 수사

망을 좁혀 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임스를 몰락하게 하는 하윤주의 

능력은 왠지 스스로의 인간적인 잠재력을 최 한 끌어낸 것이라기보

다는, 차라리 철저히 기계처럼 기능적으로 스스로를 맞춘 것으로 보

인다. 

“아르고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이 100개 달린 거인. 눈깔이 

100개나 있으니 절  놓치는 게 없지. 난 모든 걸 보고 빠짐없이 기

억하는 사람을 원한다.” 화의 오프닝에서 황 반장이 하윤주에게 단

언하는 말이다. 사실 눈이 100개 달린 괴물의 시야를 인간이 따라간

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황 반장은 애초 성립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하윤주가 선택한(혹은 초인적으로 

체득한) 방법은 괴물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기계가 되는 쪽이다. 그녀

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CCTV처럼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보

고 기억하려 한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기계의 그것처럼 작

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돌려 보기, 느리게 보기, 빨리 보기, 뒤

로 감기, 앞으로 감기, 확 하기, 축소하기, 오버랩하기 등등 시각기계

가 상 이미지를 기록하고 다루는 방식 그 로 자신의 눈과 두뇌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자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복해 

있던 제임스의 상 정보를 재생하여 그의 행방을 찾아낸다. 

[그림 8] 아이콘화된 감시반 경찰들 [그림 9] 지휘부의 특수범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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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각기계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체화한 하윤주의 형상은 비

릴리오가 말한 이식혁명의 단계에 그 로 부응한다. 비릴리오는 속도

의 혁명이 이행되는 과정을 1차 혁명인 운송혁명(이동수단의 진보), 2

차 혁명인 전자매체의 혁명(통신기술의 진보), 그리고 3차 혁명인 이

식혁명으로 설명한다. 이식혁명 단계는 속도와 시각에 한 지향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자, 인간의 신체와 기술을 구분해 주었던 

경계가 거의 붕괴한 상황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기술 향상으로 인해 

신체 일부분을 소형화된 기계 장치로 체할 수 있게 된 단계이다. 

비릴리오는 이러한 극소기계가 삽입된 인간의 신체는 속도에 동화되

어 인간의식의 주체성이 사라진 채 신체 내부의 식민화를 야기할 것

이라고 경고한다. 속도와 시각에 한 기술적 경도는 급기야 육체의 

정복까지 달성하면서 외부 세계의 종말과 함께 인간 존재 자체도 부

정된다24)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윤주는 시각기계화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각과 두뇌를 CCTV의 그것으로 내부 식민지화하여 인

간기계가 되는 이식혁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특수범죄팀 시스템 

화면 속에서 하윤주를 비롯한 감시반 경찰들은 실존하는 인간이라기

보다는, 각자의 암호명과 함께 개별적인 아이콘처럼 명시되며(그림8), 

이 모든 상황을 전지전능하게 총괄하고 있는 특수범죄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한다.(그림9) 특수범죄팀장이 사용자이며, 감시

반 경찰들은 잘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이다. 적극적으로 (시각)기계

되기를 통해서 완벽한 감시가 달성되며, 인질극을 벌이던 제임스는 

경찰들에게 사살됨으로써 일정한 정의가 구현된다. 결국 이 화는 

하윤주의 인간적 성장담이라기보다는, 기계로의 진화(혹은 퇴화)로 귀

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윤주의 스승은 황 반장이 아니라 CCTV

인 셈이다. 이와 같이 결말부는 감시 테크놀로지에 한 반성적 인식

보다는 감시 테크놀로지 자체에 한 무한 긍정으로 결론을 맺는 것

처럼 보인다.

24) 폴 비릴리오, 배 달 역, 탈출 속도, 경성 학교 출판부, 2006,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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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들>의 다양한 시각기계들은 분명 폭력과 억압의 시선보다

는 보호와 안전의 시선을 견지한다. 감시반이 추적하는 이는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잔혹한 범죄자 제임스이기 때문이다.25) 무의식중에 

화는 이를 계속 강조하는 제스처를 드러내지만, 의외의 균열 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감시 활동을 수행하던 중 하윤주는 근처 공터에서 

사채업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우연히 목격

한다. 절  개입하지 말라는 황 반장의 지시도 묵살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지만 이로 인해 심한 질책을 받게 된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그건 불법사찰이 되는 거야”라는 황 반장의 말은 역설적으로 감

시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의 연약한 기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감시

반은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고 소탕하는 ‘선한 눈’이라는 확신 아래, 

불법사찰의 금기를 범하지 않는 한에서 활동한다. 화는 과거 간첩

단 사건을 무리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이 이루

어졌고 이를 황 반장이 내부 고발하여 지휘부가 경질되었다는 에피소

드를 슬쩍 삽입하기도 한다. 감시반의 리더로서 광범위한 감시를 실

행하고 있는 황 반장이 오히려 권력의 불법감시에 한 감시자 다는 

설정은 더욱 이들의 활동이 정당한 감시임을 피력한다. 그러나 불법

사찰의 위험과 동시에 작전의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황 반장의 목

소리는 오히려 감시에 한 도덕적 알리바이를 내포하고 있는 듯 보

인다. 이미 벌어진 범죄와 앞으로 벌어질 범죄를 추적하는 감시반의 

활동이 막상 지금 여기에서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며 생사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출하는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는 원칙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

25) 사실 배우 정우성이 연기하는 제임스는 관객이 충분히 감정 이입할 수 있을 

정도인 일종의 ‘멋진’ 범죄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화가 진행될수록 규칙을 

어긴 부하를 잔인하게 린치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거나 방해한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등 그가 구제받기 

어려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사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

한다. 이 역시 경찰들의 선한 눈, 감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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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로서의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전적으로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현실에서나 범죄 화에서나 범죄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경찰이

나 검찰과 두뇌 싸움을 벌이거나 목격자나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는 

것보다 24시간 감시하고 기록하는 CCTV를 무력화하거나 속이는 일

이 되고 있다. <감시자들>은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감시 테크놀로지의 일상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과 감시기계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술적 역기능에 해서는 

체로 간과하는 모습을 취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공백이 오

히려 감시 기술에 한 문제적 인식을 촉발한다. 화에서는 고정된 

CCTV의 한계를 실제 감시반 경찰들이 보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CCTV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맵을 위한 로드뷰 촬

이나 개인 소유의 승용차마다 부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훨씬 

더 정교하고 역동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찰과 인지를 넘어 

판단과 평가조차 기계의 몫이 되고 있다. 도시 안에 있는 누구도 이 

촘촘한 감시망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이다. 안전에 한 강

박적 집착을 핑계로 사회적 맥락은 소거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함께 전면적인 감시 시스템이 확장된다. 

화에 나오는 감시자로서의 경찰들은 모두 정의롭고 유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첨단 시각기계들이 누군가의 사적 이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개별 감시 테크놀로지와 이를 통

해 생산된 감시 정보가 연합하여 감시 집합체로 작동할 때 감시는 훨

씬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개인을 감시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게 

만든다.26) 결국 감시사회에 한 공포는 감시 주체인 국가⋅공권력⋅
기업과 그 감시 상인 시민⋅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힘과 

정보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감시자들은 우리를 늘 보고 있지만 우

26) 제갈춘기, ｢ 화 ‘시선 너머’에 드러난 CCTV의 시각적⋅이데올로기적 재현｣, 
한국방송학회 학술 회 논문집, 2011, 11, 76쪽.



244    일반논문

현대영화연구 Vol. 31 2018

리는 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감시자들이 우

리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속속들이 알아야 하고 감시 절차를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시기계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황 반장이나 하윤주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제임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감시 기술과 공감의 가능성 : <아이 인 더 스카이>

개빈 후드(Gavin Hood) 감독의 <아이 인 더 스카이>는 최첨단 무

기들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현  전쟁의 양상을 매우 사실감 넘치게 

보여준다. 여기서 나오는 천공의 눈, 즉 전지전능한 시각기계는 바로 

‘드론(drone)’이다. ‘드론’은 ‘벌이 윙윙거린다’는 뜻의 어로 무인기

(UAV)의 별명이다. 최근 드론은 공중촬 , 농약 살포, 감시 모니터링, 

조사 매핑을 비롯하여 재해 책, 경비, 인명 구조, 물자 배송 등 폭

넓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하여 

제2차 세계 전에서 최초로 사용하 다.27) 현재 세계 곳곳에서 수많

은 군사용 드론들이 정찰과 보호, 타겟 감시, 공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제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 드론의 활동 역이 상 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중인 데다가 다양한 탑재물을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감시를 넘어서 실제적인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이 무인 감시기

이자 무인 공격기인 드론을 운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일종의 로봇 비행기이기 때문에 애

꿎은 상을 오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탠퍼드 학 로스쿨과 뉴

욕 학 로스쿨 연구진이 2012년 9월 25일 발표한 ‘드론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보고서에서는 “파키스탄에서 드론 공격으로 고위급 테러리

27) 하종기, 드론의 충격, e비즈북스, 2016,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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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등 요주의 인물이 사살된 것은 파키스탄 내 전체 드론 사상자의 

2%에 불과하다”라고 밝힌다. 2004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키스탄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하는 

드론 공격으로 2562∼332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447∼881명은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됐다28)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상군이

나 조종사를 투입하지 않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해당 지역 민간인에 

한 오폭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에서 등장하는 

드론은 이같은 오폭 가능성을 극소화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

는 최첨단 무기로 설정되고 있다.

화는 미국과 국, 케냐의 3개국을 쉴 새 없이 교차하면서 진행

된다. 케냐에 은신중인 극단주의 테러조직 알샤바브 지휘그룹 생포를 

위해 국, 미국, 케냐는 드론을 이용한 합동작전을 실시한다.29) 그러

던 중 테러리스트들이 은신처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생포작전은 사살작전으로 변경된다. 화에서 가장 흥미로

운 설정은 철저히 시각화된 전쟁, 즉 직접 육체와 육체를 맞 고 싸

우는 것이 아닌 드론으로 표되는 시각기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

쟁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천 미터 고도에서 비행 중인 공격용 

드론 MQ-9 리퍼에서부터, 실제 적진에 투입되는 새와 곤충의 모양을 

한 소형 감시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스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포착한 모든 상은 국에 있

는 작전지휘실과 국방장관실, 미국 네바다 주 공군기지와 하와이 진

주만 상황실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에 중계된다. 해당 상은 1차적으

28) 해당 보고서에 한 자세한 내용은 ‘김 미, <‘드론’이라는 이름의 살인기

계>, ≪시사인≫268호, 시사인 주식회사, 2012.11’ 참고.
29) 이 화에서 테러작전의 타겟인 알샤바브는 실제로 소말리아 남부 라스 

캄보니에 근거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으로,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공격으로 무수한 희생자를 낳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 소말리아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알샤바브의 핵심 지도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기사 참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8155&ref=A>(검색일: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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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 작전지휘실에 전달되어 국 합동사령부의 작전지휘관 파월 

령의 지휘를 받고, 하와이 상황실에서 면 한 검토 분석을 거친 후 

다음으로 국 국방장관실에 보고되어 결정을 기다리며, 이 명령은 

미국 네바다 공군기지의 드론 조종사들에게 하달된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순서일 뿐 관계자들 모두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그림10, 11) 

[그림 10] 영국 국방장관실 [그림 11] 영국 합동사령부

작전 관계자들은 수평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확히는 위에

서 아래를 직접 내려다보는 시점을 취하고 있다. MQ-9 리퍼이건 소

형 드론이건 모두 현장을 내려다보는 위치를 점하게 한다. 아이 인 

더 스카이, 즉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와 테러조직 간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곧바로 시선의 권력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미 관계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을 똑똑히 보고 있

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다. 상 를 볼 수 있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힘의 우열관계와 직결된

다.30) 그리고 이 힘은 전적으로 드론으로 표되는 천공의 눈, 시각기

30) ‘드론 아래에서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드론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라고 한다. 그들은 혹시 드론이 하늘에서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감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 집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크게 틀지 못한

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등굣길에 하늘에서 비행기나 조그만 물체라도 보이

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고, 주민들은 연일 들려오는 드론의 폭격 소식에 불안

함을 감출 수 없어 한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이 사람의 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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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비롯된다. 작전 지역이 아닌 자국의 모니터 앞에서 네트워크

로 진행되는 전쟁은 마치 게임 같은 느낌을 주면서 현  드론 전쟁의 

실상과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쟁이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

어진 채, 가령 곧바로 중계되는 정보와 시각화 기술을 기초로 본토에

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을 고를 수 있는 폭격 등을 통해서 수행되

는31) 것이다.

<아이 인 더 스카이>의 드론 전쟁은 인류가 이룩한 유일한 기술적 

진보는 전 세계적인 무한 전쟁밖에 없다는 비릴리오의 암울한 전망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듯 보인다. 현  전쟁은 수천㎞ 떨어진 본부에

서 내려진 명령에 의해서 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주요 타깃을 조용히 

공격한다. 담당자가 버튼만 누르면 임무가 깔끔히 완수된다. “목표물

을 눈으로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파괴를 기 해도 좋다”32)는 미국 군

사관료의 허세가 자연스럽게 수긍된다. 타깃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된

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릴리오

는 시각기계의 발명과 전쟁 테크놀로지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을 

잘 보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모든 무기의 기능은 곧 눈의 기능

이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자 하는 의지, 보편

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의지33)가 기술을 통해 충족된다. 정찰병의 

눈은 이제 기계적 눈으로 체⋅진화한다. 조준경에서부터 망원경, 항

공사진, 위성사진, 레이저 탐조장치, 전자 감지 미사일, 그리고 이제 

드론에 이르기까지 적의 존재를 노출하고 폭로시키는 시각 기술은 전

쟁에서 필수적이다.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며 정신질환까

지 앓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피할 도리도 없기 때문이다.
31) 수전 손택,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104쪽.
32) 폴 비릴리오, 권혜원 역, 전쟁과 화, 한나래, 2004, 24쪽.
33) Paul Virilio, The Vision Machine, in the Virilio Reader, ed, by James DerDerian, 

Blackwell Publishers, 199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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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권력에 저항하는 무수한 적들에 맞서 원격으로 전쟁을 지

휘하는 이 시 에 승리는 오직 적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에 달렸

다. 그것은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몇 초, 몇 미터 단위까지 추적해 그

들을 섬멸하려는 행위이다. 군사위성을 활용한 우주공간의 전 세계 

감시정보 시스템에서 병사들 개개인에게 전쟁의 포괄적 상황을 시각

적으로 전송하고 전송받는 디지털 군사카메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시각기계가 전쟁의 명백한 주권자 노릇을 수행하는 것이다.34) 

시각적 감시를 통해 상 방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군사

전략체제, 그리고 그 결과를 원거리에서 스크린으로 확인하는 ‘깨끗한 

전쟁’이 이상화된다. <아이 인 더 스카이>는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테크노 전쟁의 섬뜩한 실상을 화적으로 생생하

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실제 폭격이 이루어지는 케냐 현지보다 작

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들, 즉 천공의 감시자들의 모습을 더 빈번

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도 결국 이 화가 ‘보기’에 한 주제를 

주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림 12] 테러조직 은신처 안 [그림 13] 테러조직 은신처 바깥

섬멸작전을 위해 헬파이어(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드론조종사 와

츠 중위는 폭발 반경 안으로 들어온 어린 소녀를 목격한다. 인근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녀 알리아는 마침 테러조직의 은신처 담 아래에

서 좌판을 벌이고 빵을 파는 일을 한다. 처음에는 테러리스트들의 국

34) 장세룡⋅신지은, ｢폴 비릴리오의 전쟁론에서 로컬 공간 회복의 전망｣, 역사

와 경계75집, 2010,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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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가 작전 실행의 걸림돌이 되었다가35) 이제 알리아의 인명 피

해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당장 폭격하지 않으면 자살 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바깥으로 흩어져 인파가 붐비는 시내 

어딘가에서 형 폭탄 테러를 자행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눈에 보이

는 한 명의 아이를 희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살폭탄 테러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될지 모를 위험을 감수할지 하는 선택의 딜레마에 

처하는 것이다. 결국 화 중반부터는 알리아의 운명을 둘러싼 관계

자들의 갑론을박이 부분의 분량을 차지한다. 미 관계자들은 테러

조직 은신처 안팎을 동시에 내려다본다.(그림12, 13) 안에서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자살 테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알리아가 평

화롭게 빵을 팔고 있다. 이 이질적인 안팎의 화면이 동시에 제시되면

서 화는 더욱 첨예한 긴장감을 연출한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도 수뇌부들은 상부와 상 국에게 책임

을 서로 떠넘기면서 최종 결정을 주저한다. 탁상공론과 입씨름을 반

복하며 법적, 외교적,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 복잡한 정치적 계

산을 벌이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현장에 투입된 케냐 정보요원 파라

는 정체가 발각되어 생사의 위기에 처하고, 6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알샤바브 지휘부를 쫓아왔던 파월 령은 조속한 폭격을 주장한다. 

전쟁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명령권자인 양국 수뇌부들의 무능함과 비

겁함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른바 ‘부수적 피해’라고 호도해 부르

는 민간인 치사율과 피해 수치를 최소한으로 맞추어 책임을 모면하려

는 태도에서 극에 달한다. 그나마 가장 양심적으로 보이는 여성 보좌

관의 “테러리스트들이 80명을 죽이면 우리는 선전전에서 이기지만, 

우리가 한 아이를 죽이면 그들이 이긴다”는 언급 정도가 알리아의 안

전을 우려할 뿐이다.36)

35) 테러리스트들 중 국과 미국 국적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과 미

국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36) 사실 두 선택지에 한 망설임에는 시간 감각의 문제도 있다. 알리아, 한 명

이 죽는 것은 당장이지만 수백 명이 죽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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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작전지휘관 파월 령은 부하에게 부수적 피해의 범위를 

다시 계산하도록 다그친다. 테러리스트들은 절멸시키되 알리아는 치

명상을 피할 수 있도록 폭탄 투하 지점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이

다. 국방장관실에서 알리아의 사망률이 50% 이내가 되기 전에는 폭격

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자, 작전실에서는 45∼65%라는 애매한 

수치를 산정해낸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45%가 아닌 65%에 임박해 

있는 수치이다. 그리고 그것은 알리아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해서라

기보다는 오랫동안 알샤바브를 추적해 온 파월 령의 개인적인 집념

이 앞서 인위적으로 산정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감시와 공격 무기

로서의 드론 역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결

과를 생산하는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간의 만용과 고집

에 의해서 왜곡되어 운용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암시한다. 선택은 인간

이 하고 행동은 기계가 한다. 이쪽에서는 버튼을 누를 뿐이지만 저쪽

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죽는다. 첨단 기술은 선택과 행동의 물리적 거

리를 한껏 멀리 넓혀 놓음으로써, 선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선택과 행동은 손쉽게 버튼을 누르는 일과 참혹하게 

타인의 신체를 갈기갈기 찢는 일 사이의 심리적⋅윤리적 거리만큼이

나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버튼 누르기)은 결코 행동

의 결과(죽음)에 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그저 이 깔끔한 전쟁기

계 덕분에 인간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뿐이다. 인상적인 것

은 은신처 안에 투입한 소형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더 이상 은

신처 안의 상황을 볼 수 없게 되자 미 관계자들 모두 성급하고 무

모하게 작전을 감행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시각권력을 잃자 판단력이 

흐려지고 통제 불능의 지각상태에 이른다. ‘보기의 실패’는 결국 분별

력을 잃게 하고 무지한 오판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 인 더 스카이>는 ‘전쟁에서 최초의 희생자는 진실이다(In 

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지는, ‘선
호역전(Preference Reversals)’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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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truth is the first casual쇼)’라는, 고  그리스 작가 아이스킬로스

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좀처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듯 보인다. ‘천공의 눈’, 드론은 수만리 

떨어진 이방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초월

적인 시선의 힘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 너무 많은 정보를 얻

게 되면서 오히려 신속하게 최선의 판단을 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

하게 되었다. 비릴리오는 우리가 현 의 원격통신과 원격현존의 기술

로 인해 ‘망막의 문명’의 놀라운 가능성에 의존하게 되면서 결국 미

래도 과거도 없는 생방송의 사회가 된다37)고 지적한다. 새로운 매체 

기술은 인간의 신체적⋅감각적 거리의 한계를 초월하면서 물질적 현

실에 한 거리를 무화시킨다. 이는 물질적 실재에 한 마비로 이어

지는데 상 기계들에 의해 현실감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즉 눈 뜬 

장님의 세계가 도래하는 셈이다.38) 그렇게 신체성을 상실하고 가상과 

원격기술의 세계에 거주하게 된 인간은 직접 세상을 지각하는 감각 

현실을 상실하고 지적인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잃는다는 것이다. 시

각기계들이 제공하는 기계적인 이미지에 의존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눈은 철저히 퇴화되고 온전한 판단력도 상실된다. 

우리 눈을 시각기계의 눈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결과, 시청자-주체의 

소멸이 진행되고 비판의식도 현저히 약화된다.

그런데 이 화는 비릴리오와는 다른, 오히려 상반된 가능성을 제

시한다. 드론을 비롯하여 전쟁의 양상이 시각화된 것에 한 이중적 

시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39) 첨단 시각기계들에 의존하여 벌이는 

전쟁이 자칫 어떤 죄의식도 없이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량 살상

37) 폴 비릴리오, 배 달 역, 탈출 속도, 경성 학교 출판부, 2006, 38쪽.
38) 비릴리오는 기술에 의한 시각의 강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 거인인 

키클로페스에 비유한다. 그것은 외눈의 증가로, 완전한 시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편협한 시각의 증가라는 것이다.(폴 비릴리오, 배 달 역, 정보과학

의 폭탄, 울력, 2002, 23쪽)
39) 김소희, <전쟁에 한 폭로가 아닌 질문의 화 ‘아이 인 더 스카이’>, ≪씨

네21≫, 씨네21주식회사,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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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부추길 것 같지만, 반 로 상을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 상에 한 연민과 공감 등 인간적인 감정이 더 강화될 수도 있

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시각기술의 수준과 직접 관련된다. 이 

화에서는 2장의 ｢감시자들｣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

도적으로 우수하고 정 한 첨단 시각기술을 전시한다. 초극세화질의 

카메라가 포착한 인물 상은 하와이 상황실의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

해 안면 인식은 물론이

고 체형 인식까지 정확

히 가능케 한다.(그림14) 

사실 이는 타겟을 정확

하게 인지하여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고안된 기술이다. 그런데 

인간이나 사물을 거의 흐릿한 점들의 집합체나 실루엣으로밖에 지각

할 수 없는 저화질이 아니라, 마치 바로 눈앞에 존재하듯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고화질이라면 훨씬 더 감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치 ‘악어의 눈물’로도 보이지만, 와츠 중위를 비롯하여 알

리아의 생사 여부에 해서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이

같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듯하다. 잘 보게 됨으로써 최악의 판단은 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눈을 감은 상태보다는 눈을 뜬 상태에

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보기와 공감에 한 퍽 의미심장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화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이 질문을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 재산정된 부

수적 피해 수치에 의거하여 폭격은 감행된다.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죽고 알리아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는다. 폭탄 투하 장면은 마치 신이 

내린 불의 재앙처럼 난폭하고 급박하게 묘사된다. (볼 수가 없기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현장은 초토화된다. 테

러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미 관계자들은 애써 알리아의 사망

[그림 14] 첨단 안면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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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45%를 믿는 척 하면서 자리를 떠난다. 드론의 눈은 긴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알리아의 이후 모습까지는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알리아는 목숨을 잃는다. 사실 

그림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 관계자들은 오직 위에서 내려다

보는 알리아, 즉 알리아의 일부만을 보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알리아를 제 로 볼 수 없었다. 아이 레벨로 알리아와 눈을 맞추고 

온전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현장에 있었던 이들 뿐이다. 어떤 시

각기계의 눈을 빌리지 않은, 오로지 자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그

림15) 병원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알리아의 시신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보여진다.(그림 16) 이는 알리아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부모와 의료진의 시선을 취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시각기

계도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비극적인 심판의 

시선으로 알리아의 죽음이 선언된다. 

[그림 15] [그림 16]

결국 상을 잘 본다고 해서 그 상에 해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믿음은 지극히 연약한 것이다. 더 잘 볼수록 상을 더 혐오

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 보는 것, 보는 능력만으로 부족하고 

또 그것을 과 평가해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

론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 

그 사람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진짜 보기가 필요하다. 미 관

계자들에게는 그저 빵 파는 어린 흑인 소녀로 보 겠지만, 그녀는 ‘알

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극렬히 여성을 억압하는 환경에서 몰래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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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공부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고된 노동에 나서고 다정

한 아버지가 만들어준 색색의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신이 나던, 세상

에서 오직 한 명뿐인 유일무이한 한 인간이다. 그렇게 알리아의 전 

삶과 마음을 알아야만 비로소 버튼을 절 로 누를 수 없을 것이다. 

<아이 인 더 스카이>는 인간이 신적 감시와 처벌을 가능케 하는 강

력한 기술을 손에 넣었지만 과연 이 초월적 능력을 제 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을 던진다. 뛰어난 척후병이자 저격병이기도 한 

전쟁의 시각체계를 관객들이 그 로 체험하도록 유도하여, 인간의 눈

을 신하여 주권자임을 자처하는 시각기계의 물리적 향과 윤리적 

감각을 재고케 하는 것이다.

4. 결론

비릴리오는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유령들과 싸우기 위해, 집

에 14 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곳곳을 감시하는 미국 여성 준 휴스턴

의 사례를 언급한다.40) 이 각각의 생중계 카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을 전달하고, 이 사이트를 찾는 방문객들은 “유령 감시원”이 된

다.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날 때 그녀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주거 침입을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공간의 과다한 노출로 모든 네트워크에서 불안과 강박 관념을 

공유하게 된다. 준 휴스턴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마치 이웃 사람들, 

즉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 같다”며, 사람들

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의 방

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사람들을 집 안에 들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눈을 설치하는 순간 오히려 세

상 모두의 시선에 과다 노출되는 이상한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즉 

40) 폴 비릴리오, 배 달 역, 정보과학의 폭탄, 울력, 2002,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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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옆에서 자신과 귀찮게 접촉하는 실

제 이웃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 조사원과 감시자들로 구성된 가상

의 이웃 공동체이다.41) 준 휴스턴은 이 감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동

시에 사용되는 중이다. 이 감시 네트워크를 창안한 주체이기도 하지

만 네트워크를 통해 상화되는 객체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과 시각

기계와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피조물에게 사용되는 조물주의 부조리

한 운명은 퍽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감시자들>과 <아이 인 더 스카이>에 나오는 첨단 시각 테크놀로

지는 이제 인간이 주도적으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까지 보인다. 소수의 눈 밝은 사람들로는 도무지 통제 

불가능한 감시 시스템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선천적이고 절

적인 자연 환경이나 된 것처럼 여겨진다. 지속적으로 감시자의 자격

을 묻고 역감시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기술 바깥의 비판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어쩌면 첨단과학 시 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기술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무엇을 잃고 얼마나 불편해졌는지에 한 질

문 같다. 이러한 상실과 불편을 주목하는 경우, 과학기술의 오작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더 염려하게 된다. 첨단 시각기계에 의

존한 감시 네트워크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

생활이 철두철미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곧 시각기계의 

41)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보안업체들이 운 하는 ‘슈에디’나 ‘이지비즈’ 등의 

사이트에서는 중국 전역에 설치된 CCTV 수천 개가 촬 하는 상을 실시간

으로 제공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온종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 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

에 익숙한 중국에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일반인으로까지 확 됨으로써 실질

적으로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

다는 점이다. (<유튜브 신 감시카메라 감상?… “中에선 누구나 ‘빅브러

더’”>, ≪연합뉴스≫ 2017.8.11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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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 면면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잘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두 화는 모두 첨단 시각 기술이 지닌 복잡한 양가성, 즉 유토피

아적인 차원과 디스토피아적인 차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주의 

깊고 세심하게 안전을 도모하고 보장할 수 있는 순기능에 반하여, 감

시권력의 출현, 만인의 만인에 한 감시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

안이 상존한다. 전자는 인간의 확장으로서 미디어를 전망한 맥루헌의 

관점과 부합하며, 후자는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비릴리오의 

기술비관주의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관점을 기계적

으로 절충하거나 조하기보다는, 그 복합적인 상존성을 깊이 숙고해 

보고자 하 다. 특히 이를 구체적인 형상과 표현, 중적인 소구력을 

갖춘 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 것이다. <감시자

들>의 엘리트 경찰들이 끊임없이 정당한 감시와 불법적인 사찰 사이

를 경계하고,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가공할 만한 드론 공격을 수

행하는 이들이 한 소녀의 목숨을 놓고 숙의하는 상황이야말로 이 복

합적인 상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상존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상적인 순기능보다는, 비록 낮은 가능성일지라도 예외적

인 역기능을 상상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제 판옵티콘(Panopticon)의 ‘판’의 ‘all’에서 동시성을 의미하는 

‘syn’으로 진화한, 모든 것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판-진옵티콘

(Pan-Synoption)”의 세계가 현실화되었다.42) 판-진옵티콘 세계를 만들

고 이를 통제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

으며 단지 지켜 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일상 생활의 사각지 를 견

디지 못하고 공간과 장소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우리는 모두 ‘가시적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

을 더 선호하는’ 준 휴스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하게 

맺어지는 듯 보이는 ‘시선의 거래’는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42) 심혜련, 앞의 논문,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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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Snowden)이 폭로했듯이43)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무차별적으

로 정보를 수집⋅추적하는 전지구적인 감시망을 용인케 할 것이다. 

그리고 스노든이 그렇듯 이러한 감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윤리가 아니라 내부자의 윤리인 것처럼 보인다. 

기술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은 선과 악을 증폭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반 하고 반 하지 않는 것은 엔지니

어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사용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감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이와 함께 사용당하는 이의 윤리도 

동시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43) 에드워드 스노든은 중앙정보국(CIA)과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일했던 미

국의 컴퓨터 기술자로, 2013년 국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당국이 부차별적

으로 세계의 방 한 통화 기록과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

음을 폭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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