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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유리 노르슈테인(Yuri 

Norstein)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노르슈테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의 연결과 선명하지 않은 스토리의 비선형적 서사

구조로 인해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난

해하게 느껴진다.

본 논문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저서 시네마Ⅱ: 시간-이미지에 나오는 

결정체-이미지의 개념을 이용해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분석한 것이다. 들뢰즈에 

의하면 결정체-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시간의 본질인 비연대기적 시간을 보게 된다

고 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의 결정체-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들 

결정체-이미지들 중 하나인 영원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르슈테인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

던 주제이자 들뢰즈가 말하는 시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리 노르슈테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결정체-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사유하

게 되는 시간-이미지가 결국 삶이자, 인간이며 우주라는 들뢰즈의 주장을 잘 반영

하고 있다.

주제어 : 노르슈테인, 이야기 속의 이야기, 들뢰즈, 시간-이미지, 결정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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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상시인 이라 불리는 러시아의 애니메이션감독 유리 노르슈테

인(Yuri Norstein , 1941~)은 10월 혁명을 주제로 한 <25일, 첫 

날>(25th October, the First Day, 1968)을 시작으로 현재는 그

의 여덟 번째 애니메이션인 고골의 소설 <외투>(The Overcoat)를 

제작 중에 있다. 노르슈테인의 일곱 번째 애니메이션인 <이야기 

속의 이야기>(Tale of Tales, 1979년, 29분)는 애니메이션 역사

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작가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개

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은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의 연결과 선명하지 않은 스토리의 비선형적 서사구조로 

인해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는 더욱 난해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비선형적 서사구조는 지금까지 주로 

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작품의 난해성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논자는 본 

논문에서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저서 시네마

Ⅱ: 시간-이미지에 나오는 결정체-이미지 개념을 통해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와 같은 비선형적 성

격의 영화들처럼 관객들로 하여금 사유(思惟)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영화들을 들뢰즈는 시간-이미지 영화라 말하

며 시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결정체-이미지는 시간-이미지의 인식론적 통로이며 우리는 영화

의 결정체-이미지를 통해 시간-이미지인 삶과 우주, 그리고 존재 

등에 대해 사유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간의 본질인 비연대기적 

시간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서는 몇 개의 결정체-이미지가 나타나

는데 이중에서도 영원 에피소드는 일상에 대한 예찬과 그 평화로

운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심정이 가장 잘 드

러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같은듯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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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르다. 즉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 다른 무엇인

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무엇인가는 바로 일상에 힘을 부여하

는 생명력이며 노르슈테인은 이러한 생명력 있는 일상이 지속되

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 담았다. 그리고 우

리는 노르슈테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

상적 삶의 생명력을 통하여 들뢰즈가 말한 시간의 본질 즉, 끊임

없이 흐르며 매 순간 과거와 현재로 분기하는 생명력 있는 시간, 

들뢰즈 존재론의 중심인 비연대기적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결정체-이미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결정체-이미지들을 찾아 이를 

통해 시간-이미지를 읽어내고 시간의 본질인 비연대기적 시간과 

연결시킴으로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시간-이미지의 영화임을 

증명할 것이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결정체-이미지는 몇 가

지 측면에서 관찰되어 지는데 본고에서는 결정체적 서사, 주인공 

아기늑대, 어린 소년과 거울이미지, 영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들뢰즈의 결정체-이미지 개념을 통한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분석은 난해하게만 여겨졌던 작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

는 길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작가주의 단편애니메이션들을 바

라보는 관점에 다양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질 들뢰즈의 결정체-이미지

사유의 대상으로 영화를 선택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1995)는 고전 영화를 운동-이미지의 영

화, 현대 영화1)를 시간-이미지의 영화라 불렀다. 운동-이미지의 

영화란 고전적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특

정한 시간과 공간속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진행이 인

1) 여기서 현대영화란 예술로서의 현대영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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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스토리의 이해가 비교적 쉬운 선형적 서

사구조의 영화를 말한다. 이때 사건이란 등장인물의 상태가 아닌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행위나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이에 반해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neorealism)3) 영화

를 시작으로 하는 현대영화인 시간-이미지의 영화는 주인공이 스

토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의한 뚜렷한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등 선형적 서사구조가 다양한 측면에서 깨

어진 비선형적 서사구조의 영화이다. 

이러한 시간-이미지의 영화들에서는 스토리보다는 이미지가 두

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

어 이로 인해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사유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

로 스토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격을 띠

는 이미지를 들뢰즈는 순수한 시지각적 이미지라 부른다. 결정체

-이미지는 바로 이 순수한 시지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데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

이미지는 이러한 결정체-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 이때 시간-이

미지 역시 시각화된 것이 아닌 삶, 존재, 우주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사유를 통해 우리는 시간의 본질이며 시

간 그 자체이자 비연대기적 시간인 크로노스(Cronos)4)를 보게 되

는 것이다. 

2) 안소라, 이원석, “만화의 비서사성 연구: <기억의 촉감>의 인물과 사건을 중

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6호(2014), p.422.      

3)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네오리얼리즘은 30년대식의 드라마

의 틀이 인생의 진실을 규정지어 주던 속박에서 벗어나 카메라를 현실과 작가 

사이에 놓고 상황 속에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실체(reality)를 선택하는 새로

운 영화사상을 전파시켰다. 즉, R.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45)《전화(戰

火)의 피안(彼岸)》(46), V.데시카의 《자전거 도둑》(48), 그밖에 L.비스콘

티, L.잠파, G.데산티스 등의 작품들은 패전국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로 현대 영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7434&cid=40942&catego

ryId=33091)
4) 들뢰즈는 본문에서 Chronos를 연대기적 시간으로, 그리고 Cronos를 비연대기

적 시간으로 부르고 있다. 둘의 불어 발음은 동일하다.(질 들뢰즈, 이정하역, 

시네마Ⅱ:시간-이미지, 2005,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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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이미지 영화를 통해 우리는 결국 시간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시간의 선험적 구조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라고 들뢰즈는 말한

다. 시간의 선험적 구조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과거5)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시에 분기를 하는데 바로 시간이 분기되는 이 

지점에서 결정체-이미지가 형성된다. 이 분기점에서는 과거와 현

재가 존재는 하지만 식별해 내기가 힘들다. 다음은 들뢰즈가 시

간-이미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베르그손의 이론 중 세 번째 도

식으로 시간이 과거와 현재로 이중화되는 지점, 다시 말하면 현

재가 이중화되어 미래로 비약하는 부분과 과거로 침잠하는 부분

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O의 지점이 바로 들뢰즈가 말하는 결

정체-이미지가 형성되는 지점이다. 

그림 1. 베르그손의 세 번째 도식6)

 다음은 앙리 베르그손의 거대 도식중 하나인 8자 도식이다. 

   

그림 2. 베르그손의 8자 도식7)

5) 여기서 과거는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모든 인류, 전우주의 공통적인 존재론적 

과거를 뜻한다. 

6) 질 들뢰즈, 이정하역, 시네마Ⅱ:시간-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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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식에서 ABCD는 대상 O로 인해 연상되어지는 기억의 서로 

다른 층들이고, B′C′D′는 기억의 연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

상 O에 대한 이해도이다. 여기서 중심에 있으며 OA의 형태로 나

타나는 가장 작은 회로가 바로 결정체-이미지이다. 여기서 A는 

대상 O를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이므로 사실 기억

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서로 다른 두 개가 존

재는 하지만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기억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지점인 것이다. 이때 O는 물질이자 지각이고 실제이고 

현실적이지만 A는 정보이자 기억이고 상상이고 잠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영화의 순수 시지각적 

이미지들이 바로 대상 O에 해당한다. 들뢰즈는 이것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전체를 지탱하면서 내적 한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현실태적 

이미지와 그것의 잠재태적 이미지의 가장 수축된 회로이다… 이 식

별 불가능성의 지점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회로, 즉 현

실태적 이미지와 유착, 현실적인 동시에 잠재적인, 양면을 갖는 이

미지로 구성된 가장 작은 회로이다. 우리는 운동적 연장으로부터 

단절된 현실태적 이미지를 시지각기호(그리고 음향기호)라 지칭했

다… 현실적인 시지각적 이미지가 자기 자신의 잠재태적 이미지와 

더불어 내적인 소회로 상에서 결정화될 때, 시지각기호는 이제 비

로소 자신의 진정한 발생 요소(élément génétique)를 발견하게 된

다. 이것이 바로 결정체-이미지(image-cristal)로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시지각기호와 그 구성의 명분 혹은 심장부라고 할 만할 

것을 제공한다. 이 시지각기호들의 구성이란 결정체-이미지의 섬광

들에 다름 아닐 것이다.8)

결정체-이미지의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거울 이미지이다. 거

울 이미지란 단순히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반사상과 관련된 이미지이다. 거울 이미지는 파악

7)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183.

8) 질 들뢰즈, 이정하역, 앞의 책,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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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쉬운 형태인 시각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결정체-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인 식별불가능성의 원칙을 쉽게 잘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져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잠재

태인 거울에 비친 사람과 현실태인 진짜 사람은 분명히 구별 가

능한 존재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식별해 낼 수 없는 것이

다. 결정체-이미지는 거울이미지 외에 캐릭터상의 변화, 배우와 

배역의 관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될 수 있다. 

Ⅲ.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결정체-이미지

1. 결정체적 서사

노르슈테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는 스토리가 있기는 하나 

긴밀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치 에피소드의 

나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스토리의 끊기거나 느슨한 구조 

때문에 이미지가 스토리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 서사, 즉 

선형적 시간관을 전제하지 않는 서사를 들뢰즈는 결정체적 서사

라 부르며 시간-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본 장에서는 

노르슈테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결정체적 서사의 

성격을 카메라의 운동, 주인공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시점과 결

말, 인과관계가 결여된 사건과 장면들, 그리고 시간적 전후 파악

이 불가능한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카메라의 운동은 할리우드 

고전영화에서 흔히 보여주던 주인공의 행위나 주인공과 관계된 

주된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다. 이것으

로 인해 스토리 내 시간과 공간은 모호하게 연결되고 시지각적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자서전적 애니메이션인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노르슈테인이 어릴 적 살았던 집과 숲, 그리고 

어느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카메라가 이끄

는 대로 공간을 이동해 가다보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전후가 애매

모호하고 사건들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는 제목이 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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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분정도의 프롤로그가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두 개의 공간이 

등장하는데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반사하고 있는 

사과 하나가 있는 숲속과 엄마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훔쳐보는 

아기늑대가 있는 집안이 그것이다. 앞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세 

개의 공간들 중 두 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늑대가 잠들지 않는 아기를 물어서 숲속으로 데려간다는 자장

가가 동시에 사운드로 깔린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늑대가 주인공

이고 아기나 숲속과 관련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한

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신에서는 나무로 만든 집과 이 집의 

대문과 연결된 공간인 바닷가 마을이 등장한다. 바닷가 마을은 

프롤로그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공간이다. 카메라의 움직임으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으나 카메라는 대문을 통과해 바

로 바닷가 마을을 보여준다. 모노톤으로 묘사된 이 바닷가 장면

은 약 4분 정도 지속되나 주인공 아기늑대도 보이지 않고 주인공

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객은 왜 여기서 이

러한 장면이 4분이나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비정상적

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의 운동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된다. 

비 내리는 숲속에서 

사과가 빛을 반사하고 

있다.

엄마젖을 빠는 아기를 보여주는 쇼트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기늑대의 쇼트가 자연스럽

게 팬으로 이어진다. 아기늑대는 탁자 밑에서 

아기를 보고 있다.

그림 3. <이야기 속의 이야기>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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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만든 집이 보

이는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나무집의 대문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카

메라는 대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카메라가 대문을 통과하자 바닷가에서 줄넘기를 하는 아이와 소의 모

습이 서서히 나타난다.

그림 4. <이야기 속의 이야기> 프롤로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

다음은 주인공 아기늑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사건의 발생시점에서 선형적 서사구조

의 일반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보여

준 이미지들과 관련된 사건이 영화의 초반부 어느 지점에서 발생

하기를 기대하나 아기늑대와 아기, 그리고 숲속과 관련된 사건은 

영화 진행의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 가서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은 선형적 서사구조의 영화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선

형적 서사구조의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관련된 사건이 초반에 발

생해야만 갈등에 의한 전개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기늑대는 숲 속으로 데려온 아기가 

울자 요람에 태워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이후 이 아기와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혀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은 채 

영화는 끝나버린다. 열린 결말인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몇몇 장면

들이 있다. 숲속에 뜬금없이 놓여있는 요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기늑대가 아기를 훔쳐오려고 예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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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영화의 전개상으로 보면 아기늑대는 처음부터 아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시인의 작업 메모지를 훔친 것이었으

며 이 메모지는 숲속에서 아기늑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

자기 우는 아기로 변했기 때문이다. 아기늑대는 우는 아기를 버

리려고 시도하다가 마음을 바꿔 요람을 찾아 아기를 달랜다. 이 

에피소드의 끝에서 카메라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큰 마른 나뭇잎 

하나가 달려있는 숲속으로 그리고 비 오는 숲속에서 빛을 반사하

는 사과 하나, 프롤로그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과를 다시 보여주

면서 끝이 난다. 이 장면 역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

다. 숲 속에 하필이면 사과가 하나만 있고 그것도 비 오는 날에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시간적으로 전후 파악이 불가능한 서사구조의 예를 들

어보자.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몇 개의 에피소드는 저마다 

나름의 변주를 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겨울에피소

드 중에서 집안에서 난로가 타는 장면은 영화 전체에 네 번 나온

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늑대가 난로를 지피는 여인을 바라보는 

장면이지만 세 번째 장면에서는 여인은 없고 늑대 혼자서 난로 

앞에 앉아 불들 쬔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에서는 여인도 늑대도 

없이 난로불빛만 보인다. 그러다가 난로불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

운 집에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바뀐다. 이 네 번의 유사한 이미

지만 추출해서 보더라도 어떠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읽어낼 수가 없어서 시간상 전후를 파악

할 수가 없다. 

5′57″~6′08″ 9′47″~ 53″ 12′04″~ 08″ 27′42″~ 49″

그림 5. <이야기 속의 이야기> 겨울에피소드 중 

집안의 난로가 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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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면들은 선형적 서사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결여된 부

분들로 결정체적 서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이러

한 결정체적 서사는 관객을 사유하게 만들고 사유의 과정 속에서 

관객은 일련의 시지각적 이미지들 너머의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데 이 무엇인가가 바로 시간-이미지인 것이다. 

2. 주인공 아기늑대

현대 영화에서 주인공은 서사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행동한다. 

들뢰즈는 현대영화가 더 이상 행위자의 영화가 아니라 견자(見

者)9)의 영화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결정체적 서사는… 견자가 된 인물들이 더 이상 반응을 할 수도, 

반응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순수한 시지각적, 음향적 상황으로 대체

되었고, 그런 만큼 여기서 인물들은 상황 내에 존재하는 것을 ‘바

라보아야’만 한다.10) 

관객이 스토리보다 두드러지는 이미지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듯이 주인공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사건과 관

련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 아기늑

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기늑대는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한 듯 이곳저곳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이 불쑥 나타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다. 주인공인 듯 보이나 사건에 연

루되거나 사건을 이끌어 가기 보다는 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

라보기만 하는 아기늑대는 바로 견자이며 들뢰즈가 말하는 결정

체적 등장인물인 것이다. 

9) 견자(見者, voyant)는 프랑스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가 사용

한 말로 투시자를 의미한다. 즉, 나에게 주어진 것 너머의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를 뜻한다. 

10) 질 들뢰즈, 이정하역, 앞의 책,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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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공간을 달리하는 몇 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

는데 집주변 공간과 숲속 그리고 바닷가 마을이 그것이다. <이야

기 속의 이야기>에서 시간-이미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에피소드인 바닷가 마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주인공 아기늑

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주로 상황을 바라

만 보다가 영화가 3분에 2쯤 진행된 지점에 와서야 시인의 종이

를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갈등을 유발한다. 이 시인의 종이는 숲

속에서 아기로 바뀌고 이유 없이 놓여 있는 숲속의 요람에서 우

는 아기를 아기늑대가 달램으로서 사건은 끝이 나버린다. 그러나 

영화의 전체 길이로 봐서 갈등이 유발된 시기가 너무 늦고 갈등

의 해결방법이 명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영화의 중심사건이라

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하다. 긴장감 측면에서도 주인공 아기늑대

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영화의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더 강하

게 다가온다. 춤을 추다 말고 남자파트너가 한사람씩 사라지고 

탱고음악은 레코드판이 튀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연이어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춤추던 공간 뒤쪽으로 사라

지고, 기차소리, 바람, 사망통지서, 낙엽 등이 날리는 부분이다. 

이 에피소드는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부분적으로 

다시 등장한다. 다음은 아기늑대가 견자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는 장면들이다. 

프롤로그에서 아기늑

대가 엄마젖을 빠는 

아기를 바라보는 장면

겨울 집 에피소드에서 

아기늑대가 난롯불을 

지피는 여인을 바라보

는 장면

겨울 숲 에피소드에서 

아기늑대가 사과를 먹

는 어린 소년을 바라

보는 장면

그림 6. <이야기 속의 이야기> 주인공 아기늑대의 견자적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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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자가 된 주인공 아기늑대가 당면한 상황들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삶이다. 결정체 속에서 바라보는 자는 투시자, 

견자이며,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중화, 혹은 분열로서의 시간

의 분출이다.11) 라고 들뢰즈는 말한다. 관객인 견자도 마찬가지

로 이러한 순수한 시지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지 너머의 무엇

인가를 보는 것이다.

3. 어린 소년과 거울이미지

겨울 숲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어린 소년은 결정체-이미지의 가

장 뚜렷한 형태이자 유일한 시각적 이미지인 거울이미지가 현저

하게 드러나는 캐릭터이다. 

어린 소년이 사과를 먹으며 나무의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

에는 똑같이 생긴 어린 소년이 나뭇가지에 앉아 까마귀와 사과를 

나눠먹고 있다. 어린 소년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술병을 깨

자 나뭇가지에 앉아 있던 어린 소년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에

서 바라보던 어린 소년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어린 소년은 아버

지를 따라 전쟁터로 간다. 나뭇가지 위의 어린 소년이 떨어지기 

전까지 관객은 나뭇가지 밑의 어린 소년이 실재인지 나뭇가지 위

의 어린 소년이 실재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애니메이션의 특성

상 나뭇가지 위에서 까마귀와 사과를 나눠 먹는 어린 소년의 설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실재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임이 

분명하나 구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바로 현실태와 잠재태의 

식별이 불가능한 지점이고 결정체-이미지이자 거울이미지인 것이

다.

 눈 내리는 숲에서 사과를 먹는 어린 소년의 모습은 영화의 3

분의 2지점에서 한 번 더 반복된다. 서사적인 연결에서 보면 앞

에서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로 갔기 때문에 이 장면

은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11)  질 들뢰즈, 이정하역, 앞의 책,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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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쟁터로 나가기 이전의 모습 중 하나로 추측 가능하지만 

어느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는 이

처럼 시간의 전후관계가 모호한 유사 이미지들의 반복이 자주 나

타나는 데 이러한 유사한 이미지들의 반복 또한 거울이미지이자 

결정체-이미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어린 소년이 나뭇가지 

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

어린 소년이 나뭇가지 

위에서 까마귀가 사과

를 나눠먹는 장면

나뭇가지 위의 어린소

년이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

그림 7. <이야기 속의 이야기> 어린 소년의 거울이미지

4. 영원 에피소드12)

노르슈테인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기억에 관한 영화13)라 

말하며 실제로 노르슈테인이 어릴 적 살았던 공간인 집을 중심으

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면 에피소드‘영원’의 공간인 바닷

가 마을은 노르슈테인의 기억층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일까? 다른 

에피소드와는 달리 모노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영원 에피소드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노르슈테인의 어릴 적 살았던 집을 배경

으로 한 다른 에피소드들과는 쉽게 연결하기가 힘들다. 이곳은 

과거일수도 현재일 수도 미래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공간은 노

12) 노르슈테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1999년 20주년을 맞이하여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 영화박물관 뮤제이 끼노(Музей кино)에서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이 행사의 자료들 중 일부를 발췌해 2000년 6월 끼노스찌나리(кин

осценарий)라는 영화잡지에 싣게 되는데 논자는 이 자료에서 노르슈

테인이 바닷가 에피소드를 영원 에피소드라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 Норштейн Ю.Б., “Все сказки начинаются с 

однажды...”, киносценарий, 2000,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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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슈테인이 에피소드의 제목으로 선정한 ‘영원’이라는 단어에

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논자는 이 에피소드를 들뢰

즈의 결정체-이미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영원 에피소드에는 바닷가 마을에 집한 채가 등장한다. 이 집

은 겉모양새로 봐서는 노르슈테인의 어릴 적 살았던 집과는 다르

다. 그러나 주인공 아기늑대는 어릴 적 노르슈테인이 살았던 집 

대문의 밝은 빛을 통과하여 이 바닷가 마을로 들어간다. 마치 4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듯 우주가 열리고 주인공은 바닷가 마을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이어 등장하는 바닷가 마을에 아기

늑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시인, 

어부, 어부의 아내, 딸 그리고 아기이다. 그리고 이 여인과 아기

는 프롤로그에서 등장한 여인과 그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

를 연상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집을 중심으로 한쪽 밖은 마당으

로 다른 쪽 밖은 바닷가로 이어지는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자. 집

은 하나인데 이 집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엄마젖을 빨고 있는 아기와 이를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아기늑대

가 등장하는 집안의 공간은 이 장면만으로는 노르슈테인의 어릴 

적 살았던 집인지 바닷가 마을의 집인지 알 길이 없다. 작품의 

시간상 순서가 연대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공간들은 과거의 어느 한 층일 수도 있고 현재

일 수도 있고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삶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곧 들뢰즈가 말하는 시간-이미지 그 차체이며 현재

와 과거가 하나의 이미지 안에 제시되어 더 이상 구별하기 불가

능한 상태에 도달한 바로 결정체-이미지인 것이다.

영원 에피소드는 영화 전체에서 네 번 나온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대낮과 늦은 오후, 그리고 저녁 순으로 시간적 순서

를 지키고 있으나 네 번째는 다시 대낮으로 돌아가고 있어 순환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며 이처럼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

는 지점에서 우리는 들뢰즈의 결정체-이미지를 또 한 번 발견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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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영원 에피소드: 대낮
두 번째 영원 에피소드

: 늦은 오후

세 번째 영원 에피소드: 저녁 네 번째 영원 에피소드: 대낮

그림 8. <이야기 속의 이야기> 영원 에피소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영원 에피소드가 이 작품의 주제

를 나타내고 있다는 논자의 견해는 노르슈테인이 이 작품의 모티

브가 되었다고 말하는 동명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멧(Nazim Hikmet)의 시 <이야기 속의 이야기>(Tale of 

Tales)14)의 주제 또한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예찬이다.

평화로운 일상을 전쟁으로 인해 박탈당해 본 유리 노르슈테인

은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고 그 일상 속에서 찾아낸 삶의 

14) We stand over the water - the sun, the cat, the plane tree and I, / and 

our fate. / The water is cool, / The plane tree tall, / I write verses, 

/ The cat dozes, / The sun is warm. / Praise God, we are alive!(Kitson, 

Clare, Yuri Norstein and Tale of Tales: An Animator's Journey. Indiana 
Univ. Press, 200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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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즉 생명력을 영원에피소드에 담았던 것이다.

Ⅵ. 결론

하나의 작품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다. 그동안 

시적 형식의 측면에서만 분석을 시도해 오던 유리 노르슈테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본 논문에서는 결정체적 서사, 주인공 

아기늑대, 어린 소년과 겨울이미지, 영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질 들뢰즈의 결정체-이미지 개념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다양한 부분에서 결정체-이미지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곧 <이야기 속의 이야

기>가 들뢰즈가 말하는 시간-이미지의 영화임을 증명하는 것이

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스토리의 전개를 선명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두드러져서 

에피소드의 나열식 성격을 띠었고 아기늑대 또한 사건을 이끌어 

가거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견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눈 덮인 숲속에서 사과를 먹고 있는 어린 소년의 

경우는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을 연출

함으로써 결정체-이미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울이미지를 형성하였

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원에피소드

는 노르슈테인의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중심으로 시간적 혹은 공

간적으로 이동 경로를 찾을 수 없는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들뢰즈가 말하는 전형적인 결정체-이미지 영

화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들뢰즈는 시간의 본질이자 

시간 그자체인 크로노스(Cronos, 비연대기적 시간)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치 지구의 사건이 다른 행성

들에 전파된다는 가정 하에서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동일한 우주 내에 함축된 동시적인 세 개의 현재 속에서 어떤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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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을 수신하지 않았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미 수신했

을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것은 수신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그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복수적인 세계 속에서, 인간적이기보다는 행

성적인 인물,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천문학적인 액센트들이 존재하는 

전체적 시간, 상대성의 체계라 할 것이다. 단지 다양한 세계가 존

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그리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본(異本)들 속에서 일어나

는 복수적인 우주론인 것이다.15)

사건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결정체-이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도 결국 이러한 시간

이다. 즉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서 시간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었으며, 일상에 대한 예찬과 연결 지을 수가 있었고 이것

은 영원 에피소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노르슈테인은 <이

야기 속의 이야기>에서 전쟁과 일상의 평화라는 극과 극의 에피

소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일상의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애니메이션의 핵

심인 영원 에피소드는 롱쇼트와 롱테이크 그리고 모노톤을 사용

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평화로운 일상의 아련한 느낌을 만

들어 내고 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결정체-이미지를 통해

서 우리가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미지는 결국 이 작품의 

주제인 영원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일

상적인 삶 그 자체이다.

선형적인 서사구조가 주를 이루는 애니메이션들 속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빛나는 보석같이 우리

의 시선을 자극하며 등장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

며 작품의 주제인 ‘평화로운 일상의 영원함’처럼 작품 그자체

도 영원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15) 질 들뢰즈, 이정하역, 앞의 책, p.208.



111

참고문헌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정미숙, “『이야기 속의 이야기: 러시아 애니메이션』”, 지성의 샘, 

2006.

질 들뢰즈, 이정하역, 시네마Ⅱ:시간-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김성일, “유리 노르슈테인의 애니메이션 연구: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1 No.2 
(2011), pp.153-167.

김윤아, “<이야기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인문학연구』, 제44

집(2010, 12), pp.23-45.

김태훈, “영화 <파주>의 크리스탈-이미지 연구”, 『영상 문화』,  15

호(2010), pp.279-307.

김현영,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에 대한 질 들

뢰즈적 분석”, 한국노어노문학회지, 제22권 제2호(2010, 6), 

pp.301-336.

박미령, “유리 노르슈테인의 <이야기들의 이야기(Сказка ска

зок)>의 서사특징과 러시아 전통”,『스토리&이미지텔링』, 제1

집(2011, 9월), pp.63-88.

안소라, 이원석, “만화의 비서사성 연구: <기억의 촉감>의 인물과 사건

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6호(2014), p.422.  

 

이소연, 고은영, “애니메이션 <이야기속의 이야기>에 표현된 회상에 대

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제1호(2014. 3), 

pp.483-493. 

Kitson, Clare, Yuri Norstein and Tale of Tales: An Animator's 

Journey. Indiana Univ. Press, 2005

Норштейн Ю.Б., Снег на траве: Фрагменты книги, Лекция по и  
       скусству анимации, ВГИК, 2005.
Норштейн Ю.Б., “Все сказки начинаются с однажды...”, киносц  
       енарий, No.6(2000, 6), pp.130-157.



11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7434&cid=40942&categoryId

=33091

<이야기 속의 이야기> (Tale of Tales, 1979).



113

ABSTRACT

A Study of The Crystal-image 

in Yuri Norstein's Animated Film <Tale of Tales>

Kim, Hyun-Jeong

In the history of animation, <Tale of Tales> which created by Yuri 

Norstein is one of the best animations in the world. Out of all 

animations that Yuri Norstein created, <Tale of Tales> is one 

animation that most people have hard time to understand because 

unexpected images and complicated structure of this animation get us 

confused. And also since this animation is based on Yuri Norstein’s 

childhood memories and his own experiences, people who doesn't 

understand Russian culture and history will be l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ale of Tales> created by 

Yuri Norstein through the crystal-image in <CINEMA 2: The 

Time-image> of Deleuze. According to Deleuze, we can see and 

understand unorganized time through the crystal-image which is the 

door way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the time-image. In the <Tale 

of Tales> there are some of the crystal-image appears. Eternity 

episode is one of the Crystal- images. In eternity episode we can 

see a peaceful life as simply continue endlessly. This is also the 

part that shows subject of animation <Tale of Tales> and time itself 

accoding to Deleuze. By Yuri Norstein reflects Deleuze’s claims 

that time-image we think and realize through crystal-image is 

eventually human life and universe. 

Key Word : Norstein, Tale of Tales, Deleuze, Time-image, 

Crystal-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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