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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르네 랄루가 1964년에 발표한 <죽은 시간들>은 실사필름, 사진, 그림, 애니메이

션,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형식이 결합되어 있다. 이 작품은 그의 다른 어떤 작품

들보다도 기묘하며, 전체적인 테마는 감지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명확한, 불확실한 어떤 것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이 작품이 ‘환상적’이

라고 판단하게 만든다. 

이 논문은 ‘환상성’이란 무엇이며, 이 작품에서는 무엇을 통해 환상성이 산출되

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우리가 환상성을 토도로프의 정의에 따라 ‘현실성과 

비현실성사이의 망설임’이라고 규정한다면 이 작품만큼 적절한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죽은 시간들>이 이러한 인상을 남긴다면, 이 인상들은 작품의 

텍스트적 특징과 상관적일 것이며, 텍스트의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롤랑 

토퍼의 두 가지 그림체 중 한 가지 그림체가 시선을 끈다. 이 그림체만으로 환상성

을 일부 제공할 수 있지만, 랄루가 이 하나의 그림체로 작품 전체를 덮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는 비현실성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성, 핍진성에 기반하고 있는 실사

필름과 사진형식 역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진행순서

대로 시각적 표현형식과 청각적 표현형식에 따라 분해하면서 전체적인 구성과 구

조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 분해를 통해 우리는 네 가지 표현형식들이 청각적 표현

형식(음악과 내레이션)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체로 통합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이 통일체로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랄루는 작품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관객을 현실로 끌고 가지만, 마지막 순

간에 또 다시 비현실성이 강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시퀀스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또다시 현실과 비현실사이에서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작품의 환

상성이 강화된다. 

결국 이 작품은, 시각적인 차원에서의 환상성, 작품의 구성과 구조적인 차원에

서의 환상성, 또 총괄적으로 이들을 통한 전체 이야기 해석의 불가해성을 남김으로

써 관객에게 풍부한 환상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제어 : 르네 랄루, 롤랑 토퍼, 죽은 시간들, 환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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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르네 랄루의 <죽은 시간들>은 1964년에 제작되었다. 약 40년 

전의 작품이지만, 오늘날 보아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이지 않

는다. 그러한 인상을 부여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 작품의 특성 

덕분이다. <죽은 시간들>은 다양한 표현형식 즉, 실사필름, 사

진, 그림, 애니메이션을 함께 아우르고 있으며, 작품을 끝까지 

보고나면 우리는‘명확한 해석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된다.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대답

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들이 뒤얽히어‘환상적’이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어딘가 불명확하다는 느낌은‘환상적’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 또는 판단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

일까? 이 작품에서 추상화해낼 수 있는 스토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까? 또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즉각적인 시청각

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그러한가? 아니면, 이 작품의 구조와 구성 

자체가 관객들에게 묘한 낯설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일까? 요

약하자면, <죽은 시간들>의 환상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이 질

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르네 랄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이후,‘환상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어서 이 작품의 텍스트적 특징, 구조와 구성 등을 분석하여, 

환상성이 발현되는 원인을 규명해보려고 한다. 

II. 르네 랄루에 대한 소개와 환상성의 정의  

르네 랄루(1929-2004)1)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 

1) 르네 랄루에 대한 정리는 아래의 두 자료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http://fr.wikipedia.org/wiki/Ren%C3%A9_Laloux, 

  http://www.1kult.com/2010/07/19/rene-laloux-maitre-de-lanimation-francaise.



33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림과 영화를 무척 좋아했고, 14살경 정규 

교육과정을 떠나 나무 조각, 그림, 이어서 인형극의 경험을 쌓았

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은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심리치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회화, 인형, 그림자 인형극들을 벌이는 

작업을 할 때부터이다. 그가 최초로 감독한 애니메이션은 <원숭

이의 이빨들(Les Dents du Singe), 1960>로, 병원의 환자들이 쓴 

이야기를 활용한 것이었다. 이 작품이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면

서, 촉망받는 감독군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 시기에 그는 저자이

자 화가인 롤랑 토퍼(Roland Topor), 작곡가인 알랭 고라귀에

(Alain Goraguer)를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죽은 시간들>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해인 1965년에도 <달팽이(Les Escargots)>라

는 걸작을 선보인다. 랄루는 이들과 함께 1973년 스테판 윌

(Stefan Wul)의 공상과학 소설인 <Oms>를 각색한 장편 애니메이

션 <야생의 혹성(La Planète Sauvage)>을 발표했고, 이 작품 역

시 전문가들과 대중들의 각광을 받았다. 1981년에는 세계적인 만

화가 뫼뷔우스(Moebius)와 함께 장편 애니메이션 <시간의 지배자

(Les Maîtres du Temps)>를 발표했다. 이후 장편을 제작하기엔 

애니메이션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단편작품들만을 발표한

다. 1984년에 뫼뷔우스와 또 다른 만화가인 호세 자비에(José 

Xavier)와 함께 <뛰어난 지배자(la Maîtrise de la Qualité)>를, 

그리고 <다른 곳으로부터(De l'Autre Côté)>라는 텔레비전용 애

니메이션을 제작하고, 1985년에는 필립 카자(Philippe Caza)와 

함께 <여죄수(La Prisonnière)>라는 단편을 발표했다. 

랄루는 1977년에 앙제(Angers)시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새

우고 필립 카자와 함께 새로운 장편애니메이션을 기획했으나, 제

작에 이르진 못했다. 1980년대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장-피에르 

안드르봉(Jean-Pierre Andrevon)의 소설을 각색하여 평양에서 

<강다르(Gandahar), 1987>를 제작했고,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필립 카자가 그렸고, 

필립 르클렉(Philippe Leclerc)과 공동으로 작업했으며, 작곡가

로는 가브리엘 야레드(Gabriel Yared)가 참여했다. 이 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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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왕푸가 어떻게 구출되었나(Comment Wang-Fô fut sauvé), 

1987>라는 마거리트 유르체나(Marguerite Yourcenar)의 소설을 

각색, 단편 애니메이션을 발표했으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이후에 그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모두 빛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죽은 시간들>은 다양한 표현형식, 실사

필름,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 <달팽

이>도 그러하지만, <죽은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무언가 명쾌하

지 않은, 명명백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이런 느낌은 

곧바로 이 필름이 ‘환상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만든

다. <죽은 시간들>이 그의 다른 작품들보다 더 환상적이라면, 이

러한 미적 판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차원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이야기가 원인인가, 또는 

구성방식과 구조가 그 해결점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

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환상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정

리해보자. 

이유선은 「판타지 문학의 이해」에서, ‘환상’을 다음처럼 

정의한다. 

 

‘환상hantasie’(그리스어로hantasia=상상orstellung,현상

rscheinung)이란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현실에는 존재하

지 않는 대상을 마음속에서 감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예술이나 문학에서 이전에 감각적으로 지각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내적체험과 이미지들을 새롭고 현실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형상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새롭게 형상화된 세

계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추상적인 사변과는 구분된다2). 

환상, 또는 환상성이란 개념은 이처럼 현실, 또는 사실성을 전

제한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

2)  이유선, 『판타지 문학의 이해』, 역락, 2005, p.26, 송선령, “한국 현대 

소설의 환상성 연구-이상, 장용학, 조세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2009,2), pp.13-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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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연구자들이 이 대비의 층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환상성’

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환상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의 한 명인 츠베탕 토도로프의 

경우, “환상이란, 자연의 법칙밖에 모르는 사람이 분명 초자연

적 양상을 가진 사건에 직면해서 체험하는 망설임3)”이며,“환상

의 생명은 끊임없이 위험에 떨고 있으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 결국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것4)”이다. 즉 현실적인 것

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망설임’과 연관된다. 이러한 망설임은 작품의 끝이 다가올 

때, 없어지거나 지속된다. 토도로프가 환상성을 둘 사이에서의 

망설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망설임이 시작되지 않거나 끝나

는 순간 ‘괴기’나 ‘경이’로 봐야한다고 한정지었다면, 다른 

연구자들은 환상을 다른 관점에서, 또는 좀 더 폭넓게 규정한다. 

존더켈트처럼 ‘성적 소망’이 잘 드러나며, ‘성애적 소망의 표

현 속에서 점점 치명적이 되어 가는 현실원리에 지배받는 자본주

의의 사물화 된 세계에 대항하는 억압받는 충동의 반항’으로 접

근하거나,  구스타프손처럼 ‘이 세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환경

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든지, 카이유처럼 ‘현실과 다른 경험

세계를 구현한 것’5)이든지 말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누구의 정의도 토도로프의 접근을 뛰어넘고 있지 못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토도로프의 접근방식에 따라 환상성을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에서의 망설임’으로 정의한

다. 환상이 현실과의 대비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

으로든지 현실이 관여된 것이다. 만약 어떤 작품이 현실적인 부

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완벽하게 비현실적이라고 할지

3) 츠베탕 토도로프, 이기우 역, 『덧없는 행복-루소론: 환상문학 서설』 , 한국

문화사, 1996, p.124.

4) 츠베탕 토도로프, 위의 책, p.145.

5) 송선령, 앞의 논문, 각주 21 참조,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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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것은 독자나 관객들이 현실을 전제하기에 가능한 판단이

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하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은 환상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환상성의 핵심은, 이것이 도대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감정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환상성은 끝나며,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역시 환상

성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환상성의 범위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망설임이 발생하는 범위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작품마다 그 작품이 환상적이라고 한다면, 어

느 강도의 망설임이 무엇에 기인하여 발생하는가라는 주제는 연

구해볼만하다. 

<죽은 시간들>의 주요 테마는 분명하고, 결론도 명확하다. 인

간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상하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그를 즉각

적으로 실천하고, 다양한 명분으로 그를 변명하지만 이러한 악순

환은 인간인 이상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신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 우주의 한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시작하

지만, 결국 이 행성은 지구이며 현재 우리의 삶이란 미래가 없는 

죽은 시간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고 암울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

체적인 테마는 이렇듯 명확하나, 구체적인 각각의 시퀀스들이 이 

테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시퀀스, 특히 내레이터

가 등장하지 않는 시퀀스들은 주요 테마로만 독해하기엔 충분하

지 않다. 이러한 해석의 부분적인 모호성 또는 풍부성이 이 작품

이 지니는 환상성의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시각

적 특성, 작품의 구조와 구성의 특징, 이야기적 특성 등 각 층위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작품을 시퀀

스별로 분해하며 전체의 구조 및 구성을 분석해보자. 

III. 작품의 구조 및 구성 분석 

9분 46초의 러닝타임을 가진 <죽은 시간들>은 실사필름(la 

prise de vue réellel), 사진, 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la 

prise de vue image par image)이라는 네 가지 표현형식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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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해있다. 이 중에서 원칙적인 ‘이미지 애니메이팅’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분량은 총 2분 25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를‘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실사필름 부분과 애니

메이션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진이나 그림으로 지칭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진이나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촬

영한 것이므로, 즉 카메라워킹을 통해 필름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사필름이냐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냐 하는 것

인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상위개념인 ‘필름’으로 규

정하면 명료하다. 

그러나 필름의 하위개념인 실사필름이냐, 애니메이션이냐를 규

정하라고 한다면, 규정하기 힘들다. 미학적으로 본다면, 실사필

름의 경우 비록 편집을 거친다고 해도 시각적 ‘핍진성’이 가장 

본질적인 성격중의 하나이다. 핍진성이란, 완벽한 현실은 아니지

만 마치 현실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는 특징을 이야기한다. 애

니메이션의 경우는 정지된 이미지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움직임을 부여한다는 성격을 중심으로 접

근했을 때, 만들어낸 의도적인 움직임이 0%인 상태(실사 필름)에

서 100%(애니메이팅)인 상태까지 포괄할 수 있다. 카메라의 움직

임을 통해 사진이나 그림이 제시되는 것도, 실지로는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지만 일종의 운동감이 발생하기에 의도적인 움직임 

0%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즉 미

학적 관점으로 ‘필름’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핍진성’이 

0%인 것에서부터 100%인 것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실사필름인지 애니메이션인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포괄

적으로 필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분량적

으로 보자면 실사필름으로 구성된 시간은 1분 39초, 애니메이팅

은 2분 25초, 그림과 사진을 카메라워킹으로 보여주는 시간은 총 

5분1초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38

시간분류 시각적 표현형식 
청각적 

표현형식

러닝타임 지속시간
애니메

이팅

실사

필름

그림 
사진

음악○

음향●

내레

이션1스타일 2스타일 

0)

오프닝 
0:00-0:38 38s ○

1) 0:39-0:52 14s ①  ○ ○

2) 0:53-1:42 50s ①   ○ ● ○

3) 1:43-3:04 1m22 ① ○

4) 3:05-3:25 21s ② ○ ○

5) 3:26-3:40 15s ② ○ ○

6) 3:41-5:01 1m21 ③ ○ ○

7) 5:02-5:50 49s ② ○● ○

8) 5:51-6:45 55s ① ● ○

9) 6:46-6;49 4s ④ ● ○

10) 6:50-7:19 30s ③ ●○

11) 7:20-7:23 4s ⑤ ○

12) 7:24-8:08 45s ④ ○

13) 8:09-8:29 21s ⑥ ○

14) 8:30-9:02 33s   ⑤ ○

15) 9:03-9:46 44s ① ○● ○

총 등장횟수 6  2 5  1  1

총 등장시간 2m25 1m39 3m25 55s 44s

표 1. 작품의 구조분석  

전체 구성을 살펴보자. 감독 등의 이름이 나오는 오프닝

(~0:38)이 끝나자마자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우주의 별 다를 

것 없는 한 행성에 네 발 달린 동물이 사는데... 두 발은 앞뒤로 

움직이는 것에, 다른 두 발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데 쓴다.”최초

에, 행성을 보여주는 모습(~0:52 ①)은 애니메이팅이고, 아이들

이 전쟁놀이를 하는 실사필름으로, 곧바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사필름으로 넘어간다(~1:42). 살상이 전쟁에만 한정된 것이 아

닌 듯, 곧이어 비현실적인 스타일(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이 등

장하고 카메라는 서서히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비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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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큰 그림에서 클로즈업과 팬 등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만

들거나, 또는 그림의 다른 부분을 제시한다. 사방에 사지가 절단

된 인간들이나 그 잘린 부분들, 튀어나온 창자를 먹는 새 등이 

나온다(~3:04 : 그림1 참조). 이어서 구멍 난 시체 밑에서 죽은 

혼이 촛불로 바뀌어 작게 흔들리며 주위를 돌려보고 이제야 후회

한다고 내레이터는 설명한다(~3:25 ②). 카메라는 또 다른 그림

으로 옮아가고, (~3:40) “인간들은, 단지 죽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존경을 바치기도 한다.”라는 내레이션이 등

장한다. 컷아웃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종교, 군인, 정치가, 부자

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해골을 잔뜩 올

려놓고 그 위에 프랑스 국기를 달고 사람을 칼로 도려내고 있는 

한 여성을 올리고 있는 돼지저금통이 등장한다. 행진하던 이들은 

이 돼지저금통 안에 돈을 넣는다. 그를 몰래 보고 있던 살아있던 

부상자는 쩔뚝거리며 이들에게 다가가지만, 이들은 외면한다

(5:01③). “죽은 자에게는 존경을 바치며 돈을 주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돈을 빌려준다. 신기한 것은 언제나 살아남은 자가 있

어, 항상 다시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죽일 수 없을 때

는 즐거움을 위해 인간과 유사한 것들을 죽이고, 주변의 모든 살

아있는 것들을 죽인다.”이 내레이션은 실사와 함께 등장한다. 

물고기를 작살로 찔러 잡고, 새들을 사냥하며, 멀쩡한 소를 투우

장에서 살상한다(~ 5:50). 

이어서 이전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방식(두 번째 스타일)

으로 그려진 여러 장의 그림을 카메라가 세부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비추면서 습성화된 인간들의 범죄를 보여준다. 전쟁으로, 

또는 사냥으로,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인간은 남편을, 부인

을, 방문자를 죽여 나간다. 잘 죽이기 위해 나름의 섬세함을 발

휘한다. 아주 지엽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그림 3, 4> 참조). 

몇 번째 희생자인지, 또는 13번째 성범죄자인지, 42번째 수염이

든지 등은 말이다(~6:45). 이 내레이션에 이어 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체로 기차가 움직이는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이 이어지고

(~6:49 ④), 기차소리는 이미 도착한 기차의 전면으로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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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갈 동안 계속 이어진다. 곧이어 거기에서 막 내린 듯한, 가

방을 든 창녀처럼 보이는 여성이 나타난다. 다음 쇼트에서는 카

메라가 그녀의 정면으로 점점 다가가다가 카메라가 목이 들어있

는 가방을 비춘다(~7:19). 그 가방 옆으로 또 다른 가방들이 하

나씩 늘어나면서 쌓여나간다(~7:23⑤). 마침내 무덤 같은 모양의 

집이 되며, 카메라는 서서히 가까이 다가가서 어두운 집 내부로 

접근한다. 카메라는 내부의 서서히 보여주고, 이어서 창녀의 얼

굴을 클로즈업하며 오래 머문다(~8:08 : 그림 2 참조), 그녀의 

얼굴은 묘한 공간과 오버랩되고, 그 곳에서 그녀는 남자들의 등

을 차례로 뛰어넘는 움직임이 컷아웃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된다

(~8:29⑥). 카메라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안긴 남자에서, 벽난로

위에 올려져있는 남자의 머리가 든 가방으로 다가온다. 카메라는 

그녀와 가방 사이를 왕복하다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롱샷으

로 주위 배경을 보여준다(~9:02).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인간을 

처형하는 여러 사진으로 넘어가고, 내레이션은 ‘정의라는 이름

으로 살인자가 살인자를 심판하고, 목 잘린 시체들이 처형자의 

목을 다른 처형자에게 바치는 끝없는 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

한다. 마지막 사진은 사형실에서 얼굴이 가려진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죄인을 향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형집행인이 왠지 얼굴에 

입 꼬리를 올려 웃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높이 쳐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옆에서 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제 3자

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 사진만 보자면 사형수가 의자에 

앉아있는 위엄 있는 신이고, 사형집행자가 입 꼬리가 올라간 악

마처럼 보인다. “신이여,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용서하소서”, “나는 그대들을 용서한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이 

필름은 끝난다(~9:46). 

 

IV. 표현형식들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산출하는 환상성 

이 작품에서 우선적으로 시선을 끄는 것은 롤랑 토퍼의 색채가 

확실히 드러나는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그림들이다. 그림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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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림 1>과 <그림 2>처럼 그의 고유

한, 괴기스럽고 비현실적인 스타일이고(스타일 1), 다른 하나는 

<그림 3>과 <그림 4>처럼 그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사실적 

삽화 스타일(스타일 2)이다. 전자 스타일의 그림체는 그 자체로 

환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낭만주의 작가인 프란시스코 고야

(Francisco Goya : 1746-1828)의 전쟁관련 삽화들, 더 멀리는 제

롬 보쉬(Jérôme Bosch : 1450경-1516)의 비현실적 끔찍함이나 환

상적인 전통에 이어져있다. 이것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모호하

다. 분명 그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

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현실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자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의 망설임 같은 것이 야기되는 

것으로, 그림체, 달리 말하면 시각적 스타일 자체가 환상적이다. 

모든 애니메이팅은 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을 활용하고 있고, 카

메라 워킹을 활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타일의 그림

들 모두이다. 따라서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이다. 그냥 그림으로

써 3분25초, 애니메이팅된 것이 2분 25초로, 총 6분이면 기실 필

름의 약 2/3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성격

적인 측면에서, 이미지의 강렬함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잡아끈

다.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압도적인 토퍼의 그림들 자체가 

우리들에게 비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환상성을 제공한다.

   

그림 1. 첫 번째 스타일 16)           그림 2. 첫 번째 스타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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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두 번째 스타일1             그림 4. 두 번째 스타일 2

   

그에 반해 실사필름과 스틸컷 사진들,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

(그림 3,4)의 그림은 동일한 감정을 일으키진 않는다. 물론 이는 

필름과 사진이라는 표현형식 일반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이 작품에서 활용하고 있는 필

름과 사진은 그 핍진성의 강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 작가가 의도

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전달력에 더 강조점이 있

는,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서 실지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카메

라로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성격이 더 강하다. 두 번째 스타일의 

그림체 역시, 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적으

로 표상되며, 현실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 모

두는 비현실적인 성격이 상당 부분 거세되어 있고, 현실에 더 가

깝다. 여기서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

으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된다. 여기서는 환상성이 부재한

다.  

그렇다면, 이러한 핍진성과 비현실성이라는 대조적인 스타일을 

지닌 그림들의 결합이 종합적으로 관객들에게 불러오는 것은 무

엇인가? 랄루가 이런 구성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핍진성을 지닌 두 번째 스타일의 그림들을 모두 토퍼 고유의 스

타일, 즉 첫 번째 스타일로 바꾸어 일관적인 색채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작품과 어떤 차이가 날까? 훨씬 더 그로테스크하고, 비현

6) 그림1-그림6, 필름에서 직접 캡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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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고, 그리고 의미 포착의 난해함은 커질 것이다. 핍진성에 

기반한 이미지들은 이처럼 더 멀리 달아나려는 의미를 붙들고 있

다. 달리 말하자면, 더 모호해질 수 있는 해석을 제한하며 해석

가능성을 늘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즉, 현실과 비현

실의 충돌, 그 부딪힘의 생생함은 독자로 하여금 이것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러닝타임이 지속됨에 따라‘가짜 가짜’, 완전

한 허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실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유발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망설임, 즉 환상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충돌하면서도 전체적인 해석을 만드는 힘

은, 통일적으로 흐르는 음악과 내레이션의 힘이다. 첫 번째 실사

필름 시퀀스부터 관객을 장악한 해설자는 거의 모든 네 가지 종

류의 표현형식에 현전하며 상호충돌을 완화시킨다. 현실 그 자체

에서 가져온 듯한 이미지들과, 현실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림들이 내레이션을 통해, 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동일한 테마의 

음악에 의해 화해한다. 이를 통해 <죽은 시간들>의 환상성은 현

실에 밀착되기 시작하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환상성이 흐려

지게 된다. 

그러나 내레이션이 부재한 상태의 토퍼의 그림들은, 관객들을 

쉽게 환상성에서 해방시켜주지는 않는다. 작품전체에서 보자면 

내레이션이 없는 곳은 두 부분인데, 첫 부분은 시작의 실사필름

에서 이어져 토퍼의 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이 처음 나타난 곳(3)

이고, 두 번째 부분은 끝의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스타일의 그림 및 애니메이팅(10-14)이다. 처음으로 실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토퍼의 그림이 등장할 때 이 충돌의 충격은 강

력하다. 1분 22초라는 긴 시간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가 별도의 작품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고 있는 작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장치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사

용한 것과 동일한 음악뿐이다. 이 시간동안 카메라는 서서히 이

동하면서 그림으로 묘사된, 조각나고 파괴된 비참한 인간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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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 보여준다. 느린 카메라의 이동과 그에 맞춘 듯한 흐르는 

음악으로, 관객은 방금 보았던 현실적인 전쟁 실사필름과 충돌하

고 있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을 융합하려고 노력한다. 

이 첫 번째의 충격은 필름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인간들의 잔

혹함에 동의하게 되면서 그럴듯하다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도덕

으로, 정의로, 또는 명분으로 인간은 인간들을 살상하고, 그러지 

못할 때 주변의 생명들을 살상한다. 죽은 자들에게는 경의를 표

하는 척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

한다. 인류가 해왔던 일은 크게 보면 이러한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죽어있는 시간으로 인해, 그 시간은 미래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설사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

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현

실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현실이라고 

납득하기 시작한다.    

   

그림 5. 애니메이션 쇼트         그림 6. 애니메이션 쇼트 

  

그러나 <죽은 시간들>은 이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화해에서 끝

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환상성, 모

호성, 또는 비현실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이는 두 번째로 나타나

는 내레이션이 없는 부분의 역할이 크다. 첫 번째가 실사필름 바

로 직후에 나타났다면, 두 번째는 아주 간략한 애니메이팅 다음

에, 그리고 스틸사진 바로 직전에 나타난다. 

<그림 5>의 쇼트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퀀스들에 해석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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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를 안겨주는 유일한 멘트는 해설자의 ‘42번째 수염(le 

42ème barbu)7)’정도이다. 물론  이번엔 ‘푸른 수염’이 부인들

을 죽여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염이 희생양이다. 커다란 

두 개의 산 사이로 지나가는 기차는 충분히 성애적으로 읽을 만

하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창부의 복장을 한 여인의 가슴, 배와 

음부를 가리는 옷은 시각적으로 <그림 5>의 다리를 연상시킨다. 

그녀가 쓰고 있는 베일은 흰 색일 때는 결혼식의 베일로, 검은 

색일 때는 장례식의 베일로도 보인다.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은 

그 다음 쇼트에서 남자의 머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판명된다. 수

염이 난 남자의 머리가 들어있는 머리들은 차례차례 늘어, 어느

덧 무덤과 같은 집의 형태를 만든다. 카메라는 집안으로 따라 들

어가, 잘린 다리를 장작으로 쌓아놓은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

여준다. 그녀는 난로위에 올려 진 가방 속의 남자머리를 응시하

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클로즈업되고(<그림 2>), 이 얼굴만으로

도 관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빠져든다. 단순한 몇 

가지의 선으로 구성된 이 이미지는 쉽게 읽어낼 수 없다. 그녀의 

눈 가까이 가면 다른 모습이 겹쳐진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알 수 없다. 비현실적

인 공원 같은 곳에서 그녀는 차례차례 엎드린 남자들의 등을 뛰

어넘어 한 남자의 품으로 안겨든다. 서로 쳐다보고 있던 시선은 

그 다음 쇼트에서 다시 벽난로 위의 가방 속 머리를 정면으로 비

춘다. 똑바로 보고 있는 시선은 곧바로 여성의 무표정한 정면 얼

굴로 옮겨오고, 카메라는 서서히 난로 안에서 천천히 타고 있는 

남자들의 다리들을 비춘 후, 다시 밖으로 빠져나온다. 난로 덕분

에 무덤 같은 건물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카메라는 무

심히 주변의 풍광을 비춘다.   

내레이션이 전적으로 부재한 이 2분 13초 동안, 현실로 끌려가

던 관객은 다시 비현실로 끌려나온다. 스틸사진에 대한 해설자의 

설명으로 필름이 완결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은 보통의 서

7) 이 단어를 수염, 또는 음부 어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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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조적으로 보자면 클라이맥스이며 지금까지 제기된 호기심에 

대해 답변을 내려줄 지점이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전에 또다시 44초에 걸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내레이션과 스틸사진

이 등장한 후 작품은 종결된다. 분명 큰 주요테마 자체는 종결되

었으나, 끝나기 바로 전에 보았던 그 긴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인

지 해결할 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적이긴 하

나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기호를, 토도로프식으로 말하자면 ‘망

설임’을 남긴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망설임에서 현실로 기울

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랄루는 다시 한 번 비현실로 관객을 끌

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망설이는 환상의 품으로 인도한다. 

랄루는 한편으로는 구분 가능한 네 가지 표현양식을 음악과 내

레이션을 통해 하나의 통일적인 작품으로 통합해낸다. 달리 말하

면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충돌을 완화시키면서 환상성을 약화시킨

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양적, 질적으로 압도적인 비현실적인, 

해석 불가능한, 환상적인 토퍼의 이미지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전

체적으로는 관객들에게 환상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V. 결론 

 

이 작품의 주요테마는 명확하게 다가온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

마나 잔혹하며, 이러한 인간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기는 한 것인

가라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이다. 랄루의 이러한 테마는 명

확하게 제시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관객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낯선, 기묘한 감정을 가진다. 이 논문

은 이러한 환상성이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의 망설임

이라고 규정하고, 이 환상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 작품의 다

양한 층위에 따른 특성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우선적으로 토퍼의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그림체,  

그리고 핍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형식들(두 번째 그림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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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실사필름)과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표현형식들(첫 번째 그림

체, 그 그림체의 애니메이션)이 한 편에서는 충돌하고 다른 한편

에서는 내레이션과 음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화면이 전개

될수록 서서히 비현실적인 모든 측면들이 실지로 인류의 현실에

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에 관객이 설득당할 즈음, 랄루는 다시

금 내레이션이 부재한, 비현실적인 색채가 강한 시퀀스들을 내보

인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완전히 현실에 통합되지 않는, 또는 

전체적인 테마에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는 여운, 즉 환상성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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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ntastic' in the René Laloux's movie <Les temps 

morts (1964)>

Han, Sang-jung ․ Park, Sang-chun

This research aims at showing specificity of the 'fantastic' in 

the movie < Les temps morts (on 1964) >directed by René Laloux ( 

1929-2004 ), all over the world recognized director. This movie has 

a particular style by composing four forms of expression: the real 

recording (movie), the recording embellishes with images by image 

(animation), the drawing, the photo. This film is the most strange 

among his all films. Even if we could catch the key meaning of the 

film, it offer for the audience the sentiment incertain and unclear. 

If we consider ' the fantastic ' as a hesitation between the real 

and the unreal, in diverse levels, this movie offers to the 

spectators the fantastic feelings. 

In order to present the way this film shows us the fantastic, we 

divide the film into 15 sequence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visual elements and the auditive elements. We analyze specificities 

of this fantastic in diverse levels. At first, the first style of 

the drawing of Roland Topor, does not let us escape easily from the 

feeling of fantasy. The four representation formats(drawing, photo, 

animation, movie) are integrated into one whole by auditive 

elements(music, narration). On the other hand, certain parts 

incomprehensible are not integrated into the entire. are fully 

integrated into the unity that does not understand that part, 

leaving them can. Laloux leads the audience into a reality toward 

the end of the film, but he leave incertain sequences at the last 

moment. Through which the audience is again hesitant between the 

real and the unreal, the fantastic is strengthened as a result of 

the work.

Finally, the fantastic of the film could be found at three levels. 

First, the fantastic drawing style of Roland Topor. In the second 

place, the fantastic exposed through the entir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work. Overall, these by leaving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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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of the story incomprehensible to the audience is to 

provide a fantastic sentiment. 

Key words : René Laloux, Roland Toper, Les temps morts, the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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