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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of exhibition prese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Golden Lion Winner at the Venice Biennale in 2014. The Korean peninsula provides two opposit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adaptations of modernism through various multi media images. The curator, Minsuk Cho,

presented cinema montage image of Collision for analyzing dynamic exhibition organization and provides the

foundation of his theory from Bergson's image and duration to Deleuze's movement-image and time-image which

is mentioned from Deleuze's book『cinema 1』and『cinema 2』. Furthermore, the Korean peninsula has showed

perception-image and affection-image from Eisenstein & Vertov’s cinemathology and systemized exhibition

presentation. The montage of Collision has maximized the movement from the variety and complexity in a

collision and it made difference between information images which are space, time, emotion, intelligence, the

tumult between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fragments from reorganizing itself, and distribution and art images.

The limit of montage of Collision’s dialectic is not only visual but also space from organic organization but the

Korean peninsula overcomes its limit and shows leap of tactile perception and time-reflection from the montage

of Collision's dialectic. Therefore, the exhib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ents the conviction of adaptations of

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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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2014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황금사자

상을 수상한 한국관의 전시연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베니스 건축전 전체를 연출한 총감독인 콜하

스가 자주 구사하는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한국관 역

시, ‘근대성의 흡수’라는 주제를 기존의 건축가 소개나

유명 건축 작품들 대신 정교한 ‘리서치/아카이브와 다양

한 멀티미디어 연출력’을 발휘하여 남북한의 대립적 국

면을 역동적으로 구성하였다. 2014 한국관이 보여 준 탁

월성 중 하나는 비엔날레에 참가를 시작한 6회부터 13회

까지 건축 설계상의 한계로 지적된 산만한 전시공간으로


 * 이 논문은 2016년도 동양미래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서 제약조건을 ‘전시연출’로 전복시켜 효과를 극대화 한

점인데, 사실 동원된 전시연출의 형식 자체는 그리 특이

하다고 볼 수 없는―1990년대 성찰적 근대화 이후, 실증

주의 수사에 의해 세련되어진 (유사)과학적 표현양상으

로서―리서치/아카이브 재료들로 병치시킨 파편적 플롯

구성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 한국관은 사실적 기록과 정보, 예술적 표

현을 시간과 공간, 주관과 객관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립구도의 형식에 기대어 박진감 넘치게 연출함으로써

고감도의 신즉물주의(新卽物主義, Neue Sachlichkeit)적

드라마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예술적 차원에서 차별화된

연출력을 보여 준 스위스관, 근대성의 흡수를 장소의 시

선으로 해석한 캐나다관, 방대한 자료의 물량공세로 이

슈가 된 일본관, 실물 콘크리트에 대한 역설과 역사를

한국관만큼 집중력 있는 주제전달로 은사자상을 수상한

한 칠레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관이 최고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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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았다. 타 국가관에 비해 한국관 연출의 경우 오

히려 가장 올드한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밀

도와 구성력에서 ‘지적, 정서적’ 운동량을 무엇보다도 주

제의식에 입각해 최대치로 표현해 내었다고 평가 받았

다. 이러한 평가를 전시의 총감독인 콜하스가 구사했던

표현상의 전략과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한국관에서 보여준 다양한 충돌-이미지의 대립구도로

부터 생산자와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적 실체

가 무엇인지, 이러한 전시가 관람객들의 지각, 정서에 무

엇이 어떻게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생성적 의미

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를 위해 베니스와 서울의 전시장, 발표된 관련 미

디어(영상과 출판물)자료들, 그리고 수상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세미나와 발표회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가장 중

심이 되는 연구의 프레임은 다양한 층위에서 연쇄 반응

하는 멀티미디어 전시재료들의 표현양상을, 영화 편집기

법인 ‘충돌 몽타주’ 개념과, 각 연출재료들의 운동양상을

보다 근원적 차원인 ‘이미지’라는 개념 안에서 언급한 베

르그송(Henri Bergson)과 들뢰즈(Gilles Deleuze)의 이론

에 의지하였다. 충돌의 전략에 다가가기 위해 2장에서

먼저 살펴본 것은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미지’ 개념인

데, 베르그송의 이미지를 운동, 시간의 지속, 부분과 전

체, 직관의 차원에서 살펴본 후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

에서 운동-이미지 개념과 감각운동도식(Sensory Motor

Schema), 자유간접주관성, 지각-이미지와 정감-이미지의

간격을 몽타주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관

전시의 주제구성과 이미지들의 병치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의 충돌-몽타주 기법,

기체적 지각-이미지를 통해 영화매체의 본질적 특징을

드러낸 베르토프(Dziga Vertov)의 몽타주 전략을 정리하

여 4장 작품해석의 기준틀을 마련하였다. 해석은 한국관

전시의 충돌 전략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파악과 함께 감

각운동도식에 의한 공감대와 중심화 전략을 동일성 차원

에서 드러나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2. 베르그송, 들뢰즈의 이미지

2.1. 베르그송의 이미지

본 연구에서 베그르송의 이미지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전시의 구성 ‘전체’와 이 전체를 가능

하게 하는 각 ‘부분들’을 ‘지속과 운동’의 입장에서 연구

핵심인 충돌-몽타주가 가지는 의의와 방법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제인 ‘근대성의 흡수’와 관

련하여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을 규정된 공간이나 기능

을 초월한 새로운 존재 인식으로서의 시간, 순수기억의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전자는 긍정적 차원에서 충

돌 몽타주 전략의 가능성을, 후자는 이러한 긴밀하고 유

기적인 구성의 한계를 가늠 할 수 있게 해준다.

베르그송은 의식과 사물의 동일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즉 관념론과 유물론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지 개

념을 창안하였다.1) 즉 이미지는 의식(표상)과 물질의 중

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반은 주관성에 반은 객관성에 속

한다. 또 이미지는 사물자체는 아니지만 사물과 외연이

같으며, 사물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지만 동시에 주관성

에 속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은

이미 사물 안에 있는 것이다. 사물의 지각(혹은 지각된

이미지)과 지각된 사물은 양적으로 다를 뿐 ‘본성적’으로

다르지 않다. 베르그송은 이미지의 본성을 운동개념 안

에서 공간적 속성이 아닌 시간적 속성으로 강조한다.

<그림 1> 구체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물질의 추상적 분할 불가능성

이미지는 물질이며, 이것은 곧 운동임을 지속과 시간

차원에서 언급한다. 즉 물질은 시간의 지속 안에서 변하

는데 과거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운동(진동과 이동)을

공간화해서 접근하였다. 즉 실제 운동은 운동하는 물질

의 부동의 단면에 시간을 추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적인 지속의 상태 그 자체이다. <그림 1>2)과 같이 100

미터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육상선수의 시간을 세 단계로

공간화해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할 자체는 가

능하지만 중간을 잘라내면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음악의 경우에도 분할은 원래와 성질이 완

전히 달라진다. 지속된 전체에서 단절된 부분으로 고립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운동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이행(passage)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운동은 결코 공

간으로 환원이 불가하다. 이질적인 힘,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것들의 이접(disjunction)과 연

접(connexion), 통접(conjonction)에 의한 충돌로부터 차

이, 변화, 운동을 만들어 낸다. 추상화, 양적거리로 환원

이 가능한 공간은 ‘정도상’의 차이가, 현재진행형인 구체

적 운동은 ‘본성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1) 후설 현상학의 의식이 “무엇에 관한 의식”이라면 베르그송에게 의

식은 그 자체 어떤 것이다. 즉 “모든 의식은 ∼이다.” Henri

Bergson, 물질과 기억, 박종원 역, 아카넷, 2005, pp.51-55

2) 베르그송은 아킬레우스의 역설과 화살, 경기장의 역설을 통해 이러

한 운동의 공간화 문제점과 분할불가능성을 지적한다. 세부적인 내

용은 본문 참조. Ibid, pp.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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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들뢰즈의 이미지

(1) 운동-이미지와 방법으로서의 직관

베르그송의 개념을 이어받은 들뢰즈에게 결국 지각된

대상은 <그림 2>와 같이 운동하는 이미지가 아닌, 운동

그 자체로서 이미지인 ‘운동-이미지’이며, 보이는 그대로

의 지각, 표피이자 표층, 실재, 물질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 즉 운동-이미지의 파악은 베르그송에 의하

면 지성이 아닌 ‘직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3) 이러한 직

관을 강조하면서 들뢰즈는 예술이 철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감각으로 사유를 강

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유의 강제는 익

숙한 것, 알고 있던 것을 재인(再認)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도상의 차이가 아닌, 본성상의 차이를 발견

하는 것은 곧 낯설고(기에) 끔찍한 혼돈의 실재와 처음

으로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재의 흔적인 ‘기호’와

의 우발적 마주침은 사유를 수동적으로 강요한다.

<그림 2> 운동-이미지의 속성

『베르그송주의』에서 들뢰즈가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의 직관에 의한 포착은 지성과 달리 움직이는 대상의 흐

름에 동화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답 찾기가 아닌, 매

순간 끊임없이 유동, 생성, 분화하는 물질로서의 이미지

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문제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새

로운 문제를 발명하게 되면 답은 자동으로 새로운 것이

된다.4)” 이것은 부동의 단면이 아닌, 구체적 지속 상태에

대한 포착으로써 이것은 곧 사물과 현상에 대한 ‘본성상

의 차이의 발견’을 의미하며 이것은 새로운 관점의 생성

으로서, 곧 창조행위에 육박한다. 예컨대 들뢰즈는 세잔

느(Paul Cézanne)와 베이컨(Francis Bacon)의 회화작품

분석을 통해 구체적 지속으로 변화하는 카오스 상태의

물질과 현상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구현한 예술가들의 직

관을 지시하며, 이것은 대상을 재현하거나 창조하기가

3)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서의 ‘지성’이 대상을 정지하고 쪼개어

부동의 단면을 만들어 내는 지각, 언어적 활동이라면 ‘직관’은 대

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대상과 내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것은 주체와 객체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로서의 촉각

적, 신경감응적인 양상을 띄는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

념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 사상들과도 연결된다.

―또 베르그송은 “지성이란 문제일반을 제기하는 능력이지만 직관

은 제기된 문제에서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고 언급한다. Gilles

Deleuze,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pp.21-22

4) Gilles Deleuze,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지성사, 1996, p.42

아닌, ‘창조하는 방식’을 창조하기, 즉 ‘창조의 형식(구

조)’을 창조하기임을 강조한다.

(2) 씨네마톨로지(Cinemathology)와 자유간접주관성5)

이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직

관의 입장에서 들뢰즈는 영화 매체에 내재된 잠재성을

저서『시네마 1, 운동-이미지』,『시네마 2, 시간-이미

지』를 통해 언급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분할 불가능

한 구체적 지속으로서의 운동-이미지는 물질과 표상이

동일한 두 측면을 이루며 한 몸처럼 공존하는데 들뢰즈

에게 운동-이미지로서, 즉 물질의 운동과 이미지가 동일

한 상태의 가장 훌륭한 증거가 바로 ‘영화(필름이 아닌

씨네마)’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카메라 이동(트

래킹, 패닝)’과 편집으로서의 ’몽타주‘이다. 영화는 프레임

→쇼트→몽타주에 의해 주체의 실존적 조건으로서의 세

계의 지평을 배제하고 운동하는 대상들을 빼고, 그들로

부터 운동의 순수 이미지만을 추출해 낸다. 스스로 운동

하며, 각각의 이미지는 그 자신이 작용이며 동시에 반응

이다. 모든 사물 즉 이미지들은 자신들의 작용이나 반작

용과 혼동되어 표면화된 운동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카

메라의 이동과 몽타주에 의해 영화이미지가 구현하는 것

은 불완전한 인간의 눈에 지각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초

월한다.

한편 들뢰즈는 카메라의 이동과 몽타주로부터 영화이

미지에서만 구현 가능한 ‘자유간접주관성’을 언급한다.

앞에서 이미지는 주, 객이 분리되지 않은 채 실제로 섞

여있으며 이미지들의 실재이고, 이것들의 총제가 물질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절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객관적 체계로서의 물질-운동-이미지와, 상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주관적 체계로서의 두뇌-육체-이미지로 구분6)

될 수 있다. 전자는 이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각자도생

하며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인과관계의 물질들로서, 후

자는 우주에 대한 나의 주관적 지각(기억)으로 설명 가

능하다. 그런데 영화이미지는 이처럼 할당 불가한 이질

적인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하며,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자유간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3인칭 객관적

시점에 의해 롱쇼트로 포착된 대상(장면)은 카메라의 연

속적인 줌인 이동으로 인해 1, 2인칭 주관적 시점쇼트로

변화가능한데, 이는 지각하는 것이 곧 지각되기임을 의

미한다. 이처럼 기술복제시대 사진기의 등장 이후 인간

의 눈을 초월하는 영화카메라와 몽타주는 공간적 확장

5) 자유간접 화법(自由間接話法, Free Indirect discourse) : 바흐찐

(Mikhail Bakhtin)에 의하면 완전히 구성된 두 언술행위간의 단순

한 뒤섞임이 아닌 중요한 것은 언술행위의 배치로서 분리될 수

없는 두 주체의 진술이 동시에 수행, 표현되고 있음이다. 언어의

근본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체계를 동질화 하는 그러한

은유가 아니라,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항상 이질적 체계를 확보해

주는 자유간접 화법이 중요하다.

6) 조성훈,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 갈무리, 2012,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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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아웃)과 시간적 연장(고속, 저속촬영)으로부터 주

관과 객관의 동시적 포착으로부터, 정도상의 차이 인식

의 한계를 초월하여 본성상의 차이 포착을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자유간접화법의 본격화는 대상의 ‘재현’에 집

중했던 고전예술(Realism)에서, ‘재현하는 방식’, 운동-이

미지의 세상 포착에 대한 ‘생각과 논리’를 보여주고자 하

는 현대예술(Nominalism)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2.3. 운동-이미지의 주관적 계열

서구 고전으로부터 우리는 마치 인간의 눈, 정신이 빛

을 발해서 세상의 어두운 물질들을 밝히는 것처럼 생각

해 왔지만, 사실은 물질자체가 발광체이며 우리 의식은

검은 스크린으로서 그 빛을 흡수, 굴절, 반사하는 것이

다. 들뢰즈는 운동-이미지의 변주들로 인간의 지각, 생명

체의 지각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물질세

계와 다른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 즉 앞서 구분한 주관

적 계열로서 두뇌-육체-이미지는 ‘감각운동도식’을 생성

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실재의 흔적인 ‘기

호’로서의 이미지 전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

씨네마톨로지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각-이미지와 행위-이미지

대상 포착의 최초 시작인 지각-이미지는 관심사와 기

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오로지 ‘필요한 것’만을 선

택하는 기억이다. 모든 지각은 나의 행위에의 유용성에

따른다. 즉 모든 지각은 행위하기 위함인데 필요한 행위

로 연결되는 것 이외의 것은 뺀다. 따라서 지각은 독립적

이지 않다. 이러한 지각이미지의 반대에 있는 것은 행위-

이미지이다. 이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진행된다. 잠재적

작용과 사물간의 관계, 우주의 휘어진 만곡이다. 모든 지

각은 행위하기 위함이라는 도식, 즉 ‘감각운동도식’의 작

동에 의해 상황을 지각해서 받아들이고 행위하는데 이것

은 곧 우리의 삶이자 동물들의 삶이다. 본능(행위를 위한

지각)으로서 코를 킁킁대는 개, 그저 먹기 위해서 생명체

가 자신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전반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 감각운동도식을 기반에 두는 영화는 ‘인과

율에 의한 유기적 묘사’로 점철되는 미국식 상업영화가

대표적이다. 서사, 즉 이야기 전개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

출하는 그리피스(David Wark Griffith)의 ‘유기적 몽타주’

가 고도화된 오늘날의 미국영화는 행위-이미지에 기반하

는―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 사건들의 재미’에

집중하게 하는―현대 대중영화의 전형을 이룬다. 즉 상호

작용 해가는 행동도식에 집중하는 내러티브 영화로서 유

희적 재현을 구성하는데, 이처럼 행위와 상황이 유기적으

로 조직화 된 것이 바로 행위-이미지 영화이다.7)

7) 2차 대전 이후 대중들이 즐기는 허리웃 상업영화, 최근의 (미국)드

라마들은 감각-운동도식에 의해 쇼트들의 연결(몽타주)은 합리적

감각운동도식의 핵심은 ‘중심화’이다. 그런데 들뢰즈에

게 영화매체 자체의 특징은 움직이고 시선이 변하는 ‘탈

중심화’하는 특징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인데 허리웃

영화는 이를 중심화한다.8) 이러한 중심화는 감각운동도

식의 포섭순간, 지각-이미지도 정감-이미지도 모두 행위

-이미지로 만들어 버린다.

(2) 정감-이미지와 간격

특정대상의 포착으로부터 지각-이미지와 행위-이미지

사이에는 ‘간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간격을 점하는

affection이 문제가 된다. 바로 이 감화작용은 간격을 채

우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점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확정

한 중심으로 혼란스런 지각과 주저하는 행위 사이에 등

장한다. 자극을 뇌가 분석하고 내 행위에 반영하는데 지

각의 혼란스러움에 행위를 머뭇거리게 된다. 즉 정감-이

미지는 어떤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가지 복합적

인 감정의 상태를 가진다. 지각처럼 뚜렷한 윤곽선이 그

어진 대상도 없으며, 행위처럼 휘어지거나 대상을 휘어

지게 하지도 않는다. 정감은 우리의 신경체계가 지각이

행동처럼 신체 밖에서 일어나는 동요와 혼란을 처리하여

육체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무기력한 노력이다. 정

감은 지각할 수 없는 혼란과 행동할 수 없는 망설임 사

이에서, 포착과 반응의 실패 또는 좌절 한가운데서 떠오

른다.9) 정감에는 지각과는 달리 거절이나 흡수와 같은

정신의 적극성이 개입된다.10) 행위 즉 근육을 움직여서

공간적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즉 질적인 변화

가 일어난다. 공간적, 시간적 양태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 이것은 최후의 지각으로 인물의 주관적 지각(무엇인

가를 바라보는 주관성)과 객관적 지각(무엇인가를 바라

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성)은 일치하게 된다.

(3) 간격의 형성과 이미지의 아상블라쥬

이처럼 운동-이미지는 지각을 이루는 수용-포착의 운

동으로, 행동으로서의 수행-만곡운동으로 배분되어 갈라

진다. 정감-이미지의 간격은 운동의 연속성을 부수어 서

로 다른 운동으로 단절(혹은 분절)시키는 지대를 형성하

는데, 이와 같은 간격은 운동의 단절이 아니라, 운동의

새로운 질서가 편성되는 곳이다. ‘수용’운동’과 ‘수행’운동

사이에는 정감이 그 역할을 맡게 될 ‘표현’운동이 발생한

다.11) 정리해보면 우선, 포착단계의 지각-이미지는 사물

이며, 컷팅과 편집으로 쇼트의 이동이 납득가능하며, 인과관계로

확인되는 정교한 구성으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행위-이미지 영화는 매력적인 주인공 중심의 서사로 관객모두를

이야기 속에 몰입(중심화, 권력화, 주체화로 일심동체)하게 만든다.

8) 영화에서 행위-이미지의 거부는 1948년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이후 1958년 프랑스-누벨바그, 1968년 독일-뉴 저먼 시네마로 나

타난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에서는 감각운동도식이 없지

는 않지만 매우 느슨해진다. 즉 분산적 접근으로부터 즉 행동-이

미지와 시간-이미지의 경계에 위치하게 되며 이후 누벨바그에 새

로운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9) Ibid, p.47

10) Ibid,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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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착으로서 문장의 ‘명사’에 해당되며 사물 전체의 윤

곽을 드러내는 ‘롱 쇼트’와 연결된다. 두 번째로 전달과

수행 단계의 행위-이미지는 운동체의 묘사로서 ‘동사’에

해당되며 움직임을 추적하는 ‘미디움 쇼트’와 연결된다.

세 번째로 흡수와 거절의 정감-이미지는 사물의 특질을

표현하는 ‘형용사’로서 모든 사물을 ‘얼굴화’하여 그로부

터 특질을 뽑아내는 ‘클로즈 업’과 연결된다. 세 이미지

가 각 쇼트개념과 정확히 일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육

체는 이 세 이미지(지각, 행동, 정감)를 산출하고, 동시에

육체 자체는 이 세 이미지의 아상블라쥬이다.12)

3. 충돌 몽타주와 기체적 지각-이미지

3장에서는 들뢰즈의 영화이미지 개념과 연결하여 충돌

과 몽타주, 기체적 지각-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

록 한다. 에이젠슈타인이 감정을 고양시키는 뜨거운 몽

타주라면, 베르토프는 객관적 기록을 우선시하는 중립적

(혹은 이성적으로 뜨거운) 몽타주를 전개하고 있는데, 주

로 영화기법의 인식적 층위에서 유효한 몽타주 특징을

정감-이미지와 간격이론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1. 에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와 파토스 전략

<그림 3>「전함 포템킨」, 오데사 계단 씬의 몽타주

에이젠슈타인은 영화「전함 포템킨」과「10월」에서

쇼트와 쇼트 사이(쇼트와 쇼트=쁠랑(plan))의 충돌, 충돌

의 변증법적 구성의 고조를 표현하였다. <그림 3>, 오데

사 계단의 코사크병 학살 시퀀스에서 유모차가 굴러 떨

어지며 진행되는 군인들의 충돌 씬은 영화 역사 몽타주

의 전형이 된 씬이다. 부모를 잃은 유모차가 굴러 떨어

지는 속도의 증가를 주민들의 학살장면과 운율에 맞춰

교차시킴으로써 점점 더 고조되는 장면으로 치닫게 된

다. 결국, <그림 4>와 같이 잠자던 돌사자상은 깨어나

표효하는 돌사자 장면으로 몽타주되어 감상자의 정신과

몸의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민중이여 봉기하라!”, 즉 영

화의 주제인 ‘혁명적 폭발’에 이르게 된다. 모든 감정적

신체가 반응하여 정신적, 지적 영역으로 훅 뛰어넘게 된

11) 조성훈, op. cit., p.51

12) Ibid, p.52

다. 에이젠슈타인의 이러한 변증법적 인과율에 의한 몽

타주 의도는 특정 상태를 벗어나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엑스타제(Ekstase)의 체험이다. 몽타주를 통해 무장봉기

를 암시하는 ‘은유’적 쇼트들을 중간 중간에 빠른 속도로

교차 충돌시킴으로써 전혀 다른 시공간의 효과를 통해

제 3의 의미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림 4>「전함 포템킨」, 감정의 도약을 유도하는 사자상의 변화

에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는 시각적 대위법으로서

각 쇼트들에 내재된 각각의 의미층들을 인과적이고 유기

적으로 교차, 충돌13)시켜 계획된 새로운 의미화의 도달

에 집중하게 한다. 서사의 흐름 안에서 비록 특정 주인

공은 아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의식의 중심화(통일)를

지향한다. 따라서 정감-이미지 차원에서 고조된 몽타주

의 표현운동은 행위-이미지의 수행운동을 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파토스의 전략은 양적인 연속에 의한 질

적 도약으로부터 수용자들 감각의 임계점을 초월하여 감

정변화가 달라지게 하는데, 이로부터 수용과 수행운동의

간격은 좁고 긴밀하게 전개된다. 이처럼 수축된 간격의

파토스는 수용자들에게 질적인 지속 과정의 중요한 기폭

제역할을 한다.

3.2. 베르토프의 기체적 지각-이미지와 간격이론

<그림 5>「카메라를 든 사나이」, 기체적 지각-이미지의 몽타주

한편 베르토프는 “지금까지 영화는 문학적 뼈대에 영

화적 왁스로 닦기를 했다. 우리는 이제 영화적 뼈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영화에서 다른 장르(특히 연

극적 특성이나 문학의 내러티브)의 요소 제거14)를 통해

13) 도표적 충돌, 수평면 사이의 충돌, 부피의 충돌, 시점 사이의 충돌,

크기의 충돌 등 ‘시각적 대위법(optical counterpoint)’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 2006,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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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적 매체의 특성15)을 드러내려고 했다. 영화「카메라

를 든 사나이(The man with a movie camera)」는 보편

적 변주의 즉자적 체계로서 마치 쇤베르크(Arnold

Schonberg)의 12음 기법(모든 음들에 동등한 기회를 제

공하는)과도 같이 “모든 이미지들이 서로의 관계 하에

모든 면에서 서로 변주”한다. 베르토프는 당대 러시아

구성(구축)주의와 미래파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다양

한 쇼트들을 역동적으로 변주해 가는데, <그림 5>와 같

이 다중인화(superimposition), 역전, 분할화면, 저속과 고

속의 미시 촬영, 그리고 파편화를 통해 수용기관인 눈의

상대적 고정성에 주관적 이미지 체계를 형성하였다. 베

르토프에게는 ‘변주 및 상호작용을 위해 서로에게 연결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각’이다.

이 영화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임을 알 수 없다. 간

자막 혹은 중간의 타이틀이 없이 그저 이미지만 보여준

다. 마지막에 공을 주고 받는 장면에서도 서로 시간이

다른 모든 영화적 쇼트들을 보여주는데, 시간적 순서와

공간에 의한 사건들의 인과적 연쇄가 아니라 세계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연결시켜 보편적 변주를 전개한다. 특

정 시공간에 갇히지 않고 이미지들의 열린 작용, 반작용

을 보여줌으로써 운동이 어떻게 보여지는 지에 대한 과

학적 탐구방법을 보여 준다. 미술에서의 구성주의적 표

현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단순/추상화로 현실을 재구성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현상학적 입장으로서 우

리에게 주어진 운동으로부터 시작, 정지장면(포토그램)이

등장한다. 영화에선 정지조차도 운동이며, 운동의 발생이

고, 미분적 발생지점이다. 화면의 그레인, 결, 입자적 층

위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몽타주 된 영상 시퀀스를 수

치화하여 과학적으로 쇼트(shot)의 속도와 시간, 쇼트와

쇼트의 시각적 상관관계인 ‘간격(interval)’을 조정하면서

리듬과 압운을 구성한다.16)

「키노-아이」에 관한 노트에서 간격(필름들이 서로

연결될 때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과 이 필름 조각들의 비

율)의 조직을 통한 구성을 논의함에 있어 베르토프는 각

각의 프레임 조각들 내에서의 움직임의 관계, 명암의 관

계, 기록하는 속도의 관계를 고려한다.17) 하나의 운동에

서 다른 운동으로의 이동으로서 간격은 재료(쇼트와 쇼

트(사이), 포토그램)이고 움직임의 예술의 요소이지만, 결

코 움직임 자체는 아니다. 그 움직임을 동역학적 분해로

이끄는 것은 바로 간격이다.18)「키노-아이」에서 ‘간격

14) Dziga Vertov, Kino Eye, 김영란역, 이매진, 2006, pp.23-24

15) 베르토프의 KINO-EYE는 영화매체 자신에게 빠져들게 하기이다.

마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회화론처럼 회화가 서사와 재

현을 탈피하고, “회화 자신을 구성하는 형태와 색에 집중하기”와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영화는 회화의 정지

이미지가 아닌 ‘지속’하는 운동-이미지라는 점이다.

16) Ibid, pp.143-146

17) Ibid, pp.28-29

이론’은 ‘평면들 간 상호관계(클로즈업, 롱 쇼트 등)’, ‘단

축법의 상관관계’, ‘프레임 내 움직임의 상관관계’, ‘빛

과 그림자의 상관관계’, ‘촬영 속도의 상관관계’ 등을 고

려해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변화의 순서와 연속하는 조

각들의 순서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과 쇼트의 지속 시간

등을 결정한다. 이렇듯 쇼트 간의 움직임과 인접한 쇼트

간 시각적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종의 과학적인 ‘몽타주’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간격 이론’이다.19) 영화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쇼트들의 운동관계를 보다 치

밀한 간격으로 미분화하여 지각이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

도록 가볍고 불균형적인 탁시노미(taxinomie)를 형성하

여 순수한 물질의 상태에 다가가는 카메라의 탈중심적

특성을 보여준다.

3.3. 충돌과 진정성, 몽타주의 (비)유기성

베르토프와 에이젠슈타인의 차이점은 쇼트자체의 진정

성과 무관심성, 쇼트의 충돌 사이에 형성되는 간격에 있

다. 베르토프는 쇼트의 충돌대신(한 이미지 내에서, 각

도와 빛. 양, 수, 질의 충돌)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존재하

고 있었던 사실자체를 담는 것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편

집에 의한 서사와 유기적 연결구도로서의 점진적 승화의

강도가 약해 에이젠슈타인보다 중성적이며 힘이 없다.

베르토프의 몽타주도 화려하기는 하지만 이 충돌은 공통

점과 구심점을 강조한다. 액션의 공통점을 묶어내려는

몽타주로서 쇼트의 존재론적 진정성이 강하다. 한편 에

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의 바탕에 깔린 인과율이 강한

‘은유’적 수사는 의미작용을 강하게 유도한다. 이미지들

의 사유 운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사유를 한쪽 구석

으로 몰아 고립시키며 격정적으로 ‘공간화’시킨다. 따라

서 감정의 극대화로부터 사유를 특정 장소에 해당되는

지성의 의식화에 도달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 예컨대 ‘혁명과 봉기’를 유

도한다. 이것은 의도된 유도이기에 그 강도만큼 주체의

중심화 된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르토프의 ‘환유’적 수사는 의식적인 의미화 자체에의

도달 힘은 약하다. 즉 공통된 구심점이 강한 인접된 쇼

트들이 비유기적으로 반복된다. 그 속에서 무의지적 의

미를 생성하도록 하는데, 이로부터 사유를 공간화시키기

보다는 ‘해방’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각-이미

지, 행위-이미지, 정감-이미지의 구도로 볼 때 에이젠슈

타인의 은유적 충돌은 행위-이미지로의 전달과 그로부터

정감-이미지로의 효과가 강하다. 이러한 전략은 초기 사

회주의 리얼리즘 전략에 의한 혁명적 인식에 구체성이

강하다. 반면 베르토프의 환유적 충돌은 비유기체들의

18) Ibid, p.66

19) Ibid,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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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즉 ‘공장에서 기계들을 조립한다’라는 어원에서 출

발한 모더니티의 속성으로서의 몽타주라는 개념에 더 가

깝다. 즉 과거와의 단절로서 유기성과 전체성보다는 기

계적 파편에 의한 병치구조를 띈다. 이러한 입장에서 편

향적이고 낮은 성능의 인간의 눈 대신 기계의 눈으로 접

근한 베르토프의 키노아이는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

에서 운동-이미지의 본성을 영화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베르토프는 에이젠슈타인의

내러티브의 유기화(재현의 원리)와 은유적 접근 및 논리

적 구조화와 달리 감각운동 도식적 내러티브를 끊고 각

각의 이미지의 힘을 최대화시킨다. 이것은 기체적 지각-

이미지의 극단으로서 격렬한 환유운동에 의해 수용자 인

식을 나비처럼 유연하게 하여 하이퍼 텍스트적 연결로부

터 사유의 해방과 확장을 유도한다.

3.4. 소결

지금까지 충돌 몽타주를 지속과 운동-이미지, 지성과

직관, 자유간접적 교차, 감각운동도식, 정감-이미지와 간

격형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에이젠슈타인의 충돌 몽

타주는 인과율에 의한 유기적 구성에 의지, 파토스를 배

가하여 목적에 다다르게 하는 은유적 수사(감각운동도식

의 서사)로 ‘지성’의 감각에 많이 기댄다. 반면 베르토프

의 충돌 몽타주는 목적성의 부재로 무관심한 인접성에

의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연쇄반응하는 환유

적 서사로 ‘직관’의 감각에 호소한다.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이후 가능해진 예술에서의 몽타주 전략이 산업화와

교환가치화로 인해 철저히 추상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

깊숙이 은폐된(되고 있는) 구체적 진리들을 발견하게 해

주는, 인식적 깨우침의 역할―베르그송, 들뢰즈가 강조한

직관의 능력과 연결―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대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리한 충돌 몽타주의 내

용을 가지고 201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이미지

표현특성을 해부해보고자 한다. 물론 끊기지 않고 지속

하는 영화이미지의 특성과 단절적이고 부동의 단면으로

몽타주하는 전시이미지와는 본성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리서치/아카이브 전시이미지에 동원되는 객관

적 자료들과 상상과 실재를 넘나드는 예술적 표현물들로

부터 관람객들에게는 동영상과 정지영상 등의 평면작업

을 포함, 영화적 가상으로부터 경험 불가한 실재로서의

입체적인 설치작업과 촉각적 체험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다양한 자유간접적 입장에서 지성이 포함된 직관의 포착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따라서 전시이미

지 연출은 영화이미지 이상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역동적

으로 반응하는 실질적인 인식활동이 가능한 운동-이미지

의 장(場, field)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로부터 한국관의

표현특성과 방법, 생성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4. 한국관 전시이미지의 표현특성

<그림 6> 베니스전시장 전경(左)과 서울전시장 입구 ‘오감도’ 시구(右)

4.1. 근대성의 흡수과정을 포착한 까마귀의 직관

(1) 충돌 몽타주의 양면성 : 감각운동도식의 배가와 교란,

무의지적 장치

충돌 몽타주 전략이 농후한 2014 베니스 비엔날레 건

축전의 한국관은 분단국가라는 장소의 ‘진정성’을 무기로

두 국가의 총체적 모순구도를 대위법으로 상호작용시킨

다. <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sula>라는 제

목을 통해 한국건축 근대성의 흡수과정을 까마귀의 시선

(이상의 시 ‘오감도(烏感圖))’으로 비유하였다. 즉 인간이

아닌 까마귀라는 비인격적 유기체의 객관화 된 감정이입

의 시선으로 내려다 보듯 조망하여 질곡의 건축역사를

구체적 지속운동으로 표현하게 된다.

<삶의 재건>, <모뉴멘트>, <유토피안 투어>, <경

계>로 몽타주 된 전체 전시는 각 주제 4개 쁠랑(Plan)의

내부구조에 세부 쇼트들의 충돌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재

료들의 운동에 의해 공감각적 전시체험을 배가시킨다.

여기서 바탕기제 역할을 하는 ―<그림 7, 8, 10>의 전시

도록 주제별 표지―남과 북 이미지의 대위법적 표현은

모순인식의 변증법적 도약이라는 공통된 촉발력이 되어,

파토스의 강도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찌보면 근대성의 흡수라는 남북한의 상황을 강하게

‘중심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정한 바탕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에이젠슈타인이 이미

지 연상에 기대어 은유적 수사를 구사한 어트랙션 몽타

주로서 충돌 몽타주→지적 영화→파토스 구성→총체적

몽타주20)로 전개되는 유기적 구성을 의도한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전시연출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체 전시의

유기적 구성 내부에서 진행되는 쇼트들의 충돌들이 이처

럼 ‘중심화’ 되는 감각운동도식으로 추동되는 유기적 총

체화에 무의지적 파열음을 내며 새로운 긴장구도를 전개

시키는 부분이다.

(2) 미분화된 충돌 몽타주에 의한 다양한 간격의 형성

각 제재(題材)안에 설정된 몽타주 전개의 특성은 커미

셔너 조민석을 주체로 하여, 끊임없이 충돌하는 두개의

대립 항들을 객체로 상정하여 이것들의 충돌국면을 객관

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에

20) 김용수, op., cit,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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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된 각 재료들로부터의 객관적 정보, 기록과 제 3

자의 정보, 표현물들의 배치와 조합으로부터 파편화된

근대성의 흔적들, 그리고 스스로에 의한 각각의 힘들의

상호작용을 드라마화 하였다. 중요한 점은 전시기획 주

체가 중심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기 보다는, 병치된 4개의 독립된 주제 안에서 수집된

기록물들에 내재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운동-이미지의 에

너지 충돌량을 자율적으로 구성한 부분이다. 언뜻 보면

베르토프의 탈중심화, 비유기적 전략 안에서 에이젠슈타

인의 변증법적 파토스의 상호작용을 전술적으로 흡수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문제는 4개의 전시주제들을

하나의 쁠랑이라고 했을 때, 이 쁠랑들의 관계와 쁠랑

내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각 쇼트들의 관계구도가 그리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충돌 구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비

율로 따지면 약 6:4에서 7:3의 비율로 베르토프의 기체적

지각-이미지의 충돌효과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

러한 쇼트들의 이질성을 입자화, 미분화한 전략은 전시

매체가 가지는 멀티미디어적 속성으로부터 경험자들의

인식에 다양한 간격을 형성시키게 된다.

4.2. 각 주제별 표현특성

(1) 삶의 재건

하늘에서 바라본 까마귀의 시선은 카메라의 시선처럼

시·공간을 이동하여 지나간 건축의 근대성 흡수 공간의

확대와 축소, 시간을 고속과 저속으로 교차시킨다. 먼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가는 서울과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사진으로 대비시킨다. <그림

7> 남북한의 ‘일상적 거리(KOREAN STEET)’라는 주제

로 사진자료들을 첫 충돌이미지로 대비시킨다. ‘Seoul: A

Landscape of Silence’에서는 청계천 침묵의 풍경, 월곡

뉴타운 이미지, 서울 금천구와 수원의 아파트 풍경 사진

들, 평양과 대비되는 서울의 도시성장과정을 광각렌즈와

망원렌즈로 각 상황을 대비시킨다. 임동우는 평양과 서

울의 도시성장과정을 ‘APART CITIES’라는 인포그래픽

을 통해 상황을 해부한다. 이러한 기록사진들과 객관적

도표와 다이어그램의 연접적 충돌은 문훈의 ‘Shaman

Deconstuctions’라는 드로잉 작업과, ‘Borrowed City’라

는 도시대상 실험 작업들과의 이접적 마주침으로 인과적

유기적 상황이 어긋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다. 이후 닉 보너가 제공한 ‘21년간의 투어루트’라는 북

한의 사진작업과 폐쇄적으로 인식된 북한이미지를 인터

넷에 공유한 사진작품 ‘A Diplomatic Resolution’, 그리고

안창모 교수가 세계 시스템에 속한 건축으로서의 서울과

평양의 건축적 입장을 정리한다.

수십 장의 과거사진들과 근대화 과정상의 수치상의 기

록들,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의 일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사진을 객관적 사실이자, 장소적 실체로서 병치

시킨다. 지나간 기록물들과 예술적 표현물, 과학적 도표

와 정지된 듯한 일상의 모습들의 대비로 ‘삶의 재건’이라

는 주제 하에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시작, 전개되었는

지를 다양한 충돌을 통해 임팩트하게 한국건축의 ‘근대

성의 흡수‘과정으로 유도한다.

대위법적 표현의 도록 타이틀 표지

Seoul: A Landscape of Silence

左: 안세권, 청계천, 2004 /

右: 이영준, 서울 금천구, 2010

KOREAN STREET

左: 김기찬, 아현동, 1983 /

右上: 김기찬, 행천동, 1981 /

右下: 아현동, 이영준, 1989

Shaman Deconstructions

: Doodling to the Moon, Moon Hoon

MOTOElastico, Borrowed City, 2013
임동우, Apart Cities, 2014

Marc Brossa, Seoul Apratments, 2014

Nick Bonner, 21 years along the tour route A Diplomatic Resolution

<그림 7> <삶의 재건> 전시 존에 연출된 이미지들

(2) 모뉴멘트

두 번째 주제인 <모뉴멘트>에서는 서울과 평양에서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의 사진 이미지를 전

시장과 도록의 타이틀 이미지로 안내한다. ‘Utopias in

Two’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종묘, 종로 3가와 세운상가,

평양의 김일성 광장의 이미지들을 대비시킨다. 남한의

대표 건축가로 김수근을 등장시켜 그의 대표작인 힐탑

파빌리온과 자유센터, 경동교회와 공간사옥을 모형과 함

께 보여준다. 동시에 공모에 출품했던 퐁피두 센터계획

안과 하우징 프로젝트 작업들도 모델까지 동원하여 소개

하는데, 이러한 대표 건축가들의 업적과 작품의 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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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시선을 포함하여 남북한의 관람객들에도 건축물

에 담긴 조형과 감성에 대한 측면이 새롭게 부각되어 충

분한 인식적 환기를 유도하게 된다.

대위법적 표현의 도록 타이틀 표지

Utopias in Two

左: 평양재건계획, 1951 /

右上: 김수근, 잠실종합운동장, 1984 /

右下: 김수근, 세운상가, 1968

KOREAN MO(NU)MENTS &

ARCHITECT OF THE STATES

左上: 무명, 김일성 대학, 2006 /

左下: 김수근, 퐁피두계획안, 1971 /

右上: 무명, May Day Stadium, 1989 /

右上: 김수근. Alborz Housing Projects, 1976

자연광 속 전시광경

- 세운상가 모형과 주요 서울과 평양의

도시 비교 이미지

인터뷰 동영상 및 서울과 평양의 주요

건축가들 소개 영상

左: KOREAN MO(NU)MENTS 이미지

右: 임동우, North Korean Atlas, 2014

左: 임동우, Symbolic Urban Spaces, 2014

右: MANSUDAE MASTER CLASS

세운상가 모형과

서울과 평양의 건축물 비교 이미지

<그림 8> <모뉴멘트> 전시 존에 연출된 이미지들

김수근에 대한 카운터 건축가로 북한의 김정희를 대비

시켜 서울과 평양의 재건과정을 정치 이데올로기적 입장

에서 건축에 개입된 국가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63빌

과 유경호텔을, 국회의사당과 만경대 사진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주제 안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내용은 북한에

서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수출한 동상과 기념물들을

다큐멘타리화 한 ‘MANSUDAE MASTER CLASS’부분

으로 체제선전을 위한 자국의 건축을 외교적 경제적 상

황으로 진화시킨 부분인데 이처럼 한국관은 리서치/아카

이브에 내재된 이념들의 대립구도를 드라마틱하게 편집

하였다.21) 임동우는 ‘NORTH KOREAN ATLAS’라는 인

포그래픽을 통해 북한의 자료를 감각적이고 임팩트한 가

독성으로 전달하였다. <모뉴멘트>에서는 건축가와 건축

물들의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근대화 투쟁과정이 드러난

다. <삶의 재건>에 비해 물질성과 실재성에서 보다 호

소력이 강한 공간적, 입체적 실제 재현물로 어필, 전시순

서를 고려한 전달의 강도 증대를 위한 구체적 의도가 드

러난다. 실제 모형작업들에 의해서 분단된 한국 건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평면

적인 영화 이미지 연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시연출

이기에 가능한 실제적이고 촉각적인 인식적 충돌로서,

특히나 이러한 체험들은 인터뷰 및 관련 동영상과 함께

전시효과를 배가하게 된다. 이처럼 대립되는 두 국가의

상황을 정-반이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즉 구심점과

공통점을 유지시키며 기체적 지각-이미지로서의 전개가

지속되는데 에이젠슈타인식으로 변증법적이고 점증적인

감정과 정서의 무리한 도약보다는 주제 안에서의 정서적

충족을 자유롭게 도모하면서 건축이라는 실재성에 다가

가는 구성을 보여준다.

(3) 유토피안 투어

기-승-전-결이라는 구성의 강약 배분을 염두에 두었

을 때 가장 극적 긴장감을 취할 수 있는 전시시퀀스 상

황에서 보여 준 <유토피안 투어>는 닉 보너(Nick

Bonner)가 제공하는 북한의 미술작품의 세계로 ‘근대성

의 흡수’라는 전시의 중심이념에서 잠시 ‘탈중심화’ 한

듯한 양상을 보여준다. 전체 전시구성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근대성의 흡수’라는 주제의식을 가

장 강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에이젠슈타인의 오데사 계

단씬과 비교하면 돌사자상이 표효하면서 기상하는―부분

이다. 하지만 한국관에서는 거대한 크기의 북한의 그림

들, 판화작품과 동양화, 그리고 선전 포스터들을 유일하

게 폐쇄시킨 특별코너 공간으로 마련, 관객들을 (초)현실

적 이미지들의 물질성의 현장 안으로 구속시켜, 사유와

의 충돌강도를 극대화한다. 어쩌면 서구 근대화라는 과

정 안에서 공산주의체제라는 외부세계가 그려낸 상상적

(비)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영화에서 카

메라의 시선을 중심 이탈한 ‘외화면(Decadrage, 혹은 탈

프레임),’ 구성 기법과도 같이 전달된다. 또 무명만화가에

의해 그려진 ‘건축가의 하루’, 그리고 ‘유토피아를 위한

커미션’에서는 북한 건축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미래관광

도시를 몽환적으로 제시한다. 충돌 이미지에 의해 가속

화된, 감각운동도식으로서의 행위-이미(지속된 운동-이

미지)의 이념에 또 다른 이질적 충돌을 개입시킨 것으로

앞에서 살펴 본 정감-이미지의 입장에서 이것은 수용과

수행이기 보다는 하나의 ‘표현’운동으로서 경험자들의 인

식에 가장 깊은 간격을 형성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미분화된 역동적인 충돌 몽타주들이 객관적

21) 박영태, 2014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나타난 환유적 리얼리즘,

Vol.25 No.1, 201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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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과학적 정보, (비)일상적 사진에 고만고만하게 기

대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지성과 감성의 미묘한 접점에

강력한 표현운동에 의한 간격을 제공하였으며 전체 충돌

몽타주를 가장 시각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촉각(공

감각)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도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가

장 직접적이고 즉물적으로 표현된 예술작품 이미지의 물

질성, 표피성, 실재성으로부터 ‘근대성의 흡수’과정 속에

한반도 상황이 처한 인식적 국면을 가장 냉정하게, 객관

화하는 효과로 작동하게 된다.

닉 보너 콜렉션, 도록 타이틀 표지 원색의 벽면으로 구획된 전시공간

고수진, 공사현장에서의 레슬링 시합, 1988 김달현, 메이데이 스타디움 공사현장, 1988

左: COMRADES OF CONSTRUCTION

右: 무명, 건축가의 하루 표지, 2014
액자로 채워진 전시공간

COMMISSIONS FOR UTOIA 무명, 건축가의 하루, 2014

<그림 9> <유토피안 투어> 전시 존에 연출된 이미지들

(4) 경계

남한에서 바라본 판문점, 그리고 몇 미터 안 떨어진

곳 이지만 빙 돌아서 세 나라를 거쳐야만 촬영이 가능한

북한에서 바라본 판문점 사진―<그림 10>의 첫 이미지

―은 가깝고도 먼 두 국가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만,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을 DMZ, <경계>라는 주제로

접근한다. 서예례의 작품들은 38도선이 그어진 과정과

의미 등을 DMZ라는 영상과 단면을 구체화한 시적인 모

형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정부와 공공기관의 복

합적 체계를 지도로서 제시하였다. 백남준이 1988년에

작업한 DMZ관련 작품도 소개하였으며 한반도라는 분단

된 현실에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미술작품도 소개하

였다. 마지막 전시주제는 강한 충돌 몽타주이기보다는

분단이라는 시공간적 현실을 객관적 지형도와 함께 유토

피안 투어에서 고조된 정서적 간격을 새로운 국면으로

유도한다. 지금까지 전개된 과거, 현실에서의 대비구도에

서 탈피하여 미래라는 시간성을 염두에 두고 다소 모호

하게 표현되었지만, 객관적 사실들과 해결의 실마리를

지리학적 동영상과 인포그래픽, 드로잉들로 교차 제시함

으로써 전체 전시연출의 운동 강도에 여지를 제공한다.

경계, 즉 DMZ에 내재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연출은 강

익중의 작업 <PEACE BRIDGE>에 표현된 주황과 파란

색의 대비로 조우하는 원환의 형상을 따라 전체 전시분

위기를 마무리하는 롱쇼트의 시선으로 연장되고 확장되

면서 관객들의 인식 속에 침잠된다.

각자 위치에서 바라본 판문점 이미지

대위법적 표현의 도록 타이틀 표지
김동세, DECONSTRUCTING THE DMZ, 2014

左: 김동세, Lines of War

右: 서예례, Vertical DMZ, 2014

서예례, Vertical DMZ, 2014,

세부 모형이미지

서예례, Actor Map of Korea, 2014
左: 백남준, 무제, 1988

右: PROJECT DMZ, 이미지들

김동세, 남북한이 함께 만든(만들지

않은)구축물 해체, 상상을 위한

비무장지대 해체, 2014

PEACE BRIDGE: 강익중, A Circle #2, 2013

<그림 10> <경계> 전시 존에 연출된 이미지들

4.3. 소결

몽타주의 구도형성 측면에서 전시주제인 4개의 쁠랑은

어떠한 인과성, 혹은 연결구도를 보여주는가라고 질문

해 볼 수 있다. 한국동란 이후 본격화 된 ‘근대성 흡수’

의 시작이자 배경을 객관적 재료들로 적나라하게 제시한

<삶의 재건>, 이후 각자 독자적인 이념체제 안에서 전

개되는 남과 북의 기념비적 건설현황을 보여준 <모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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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DMZ라는 내부도 외부도 아닌 경계에서의 다소 냉

소에 찬 작위적 몸짓으로 보여준 <경계>, 여기에 (초)현

실적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작업들로 충돌의 기폭제 역

할을 한 <유토피안 투어>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4

개 쁠랑의 충돌은 사유의 이접적 관입과 연접적 배출,

그리고 유기적 통합의 시·공간적 호흡의 생성 구도를 지

속시켜준다고 할 수 있는데, 전시장 연출의 표현 방법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관 전시이미지 해석의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관 전시이미지 연출의 핵심인 충돌 몽타주

는 분단체제로서의 남북한 건축의 대립적 상황을 이질성

과 다양성의 운동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근대성의 흡

수’문제를 단절되고 분절된 공간적 상황이기 보다는, 구

체적 지속의 운동-이미지로부터 경험자의 인식을 시네그

램으로 확장시킨다. 감각운동도식을 추동하는 변증법적

대위법은 주제 전달의 ‘중심화’를 촉발하여 전체전시에

집중력과 생동감을 부여한다.

둘째, 비인격적 유기체인 까마귀의 시선으로서의 카메

라 렌즈를 통해 유사한 것(은유)과 인접한 것(환유)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 즉물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이동카메

라의 줌-인/아웃(공간적), 저속/고속(시간적)기법으로 파

편화된 쇼트들을 2-3회 더 미분화하여, 이로부터 자유간

접주관적 긴장을 점증적으로 배가시킨다.

셋째, 사회주의 이념과 분위기를 객관적 사실로서 반

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 작품, 과학적 분석 도표와

다이어그램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남북한 내부

와 외부, 그리고 경계인의 입장에서 강하게 충돌시킨다.

이는 ‘근대성의 흡수’라는 주제에 자리한 관습적 윤리와

합리적 이성, 정서에 불협화와 간격을 형성시켜 신즉물

주의적(새로운 객관성의 확보) 인식 효과를 발생시킨다.

넷째, 이러한 인식적 효과는 결국, 한반도 ‘근대성의

흡수’에 대한 관람객들의 지각과 기억에 의해 접촉되는

시공간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자극과 반응을 유도하는

유사성과 인접성에 대한 인식적 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체적 지각-이미지로서의 연쇄충돌은 시

지각의 차원을 초월한다. 이것은 가장 멀리서 지각되는

시각을 가장 내밀한 지각의 접촉으로 유도, 촉지각적으

로 작용한다. 충돌 이미지의 효과로부터 촉각적 강도 상

승을 유발하여 지각=물질=이미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충돌 몽타주의 유사성과 인접성의 연쇄반응은 전시주제

의 지시(INDEX)적 기능을 수축하고 이완시켜 하나의 표

현으로서 정감-이미지의 간격을 생성한다. 이로부터 관

람객은 지성이기보다는 베르그송 들뢰즈가 언급한 ‘직관’

으로의 포착에 의지하게 된다.

다섯째, 전부 4개의 주제 안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충

돌체계는 프레임-쇼트-몽타주로 구성된 씨네마톨로지의

방법적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작동된 다양

한 멀티미디어(포토그램과 씨네그램, 입체작품) 재료들은

기체적 지각-이미지들의 자율운동에 의해 연접, 이접, 통

접된다. 따라서 이것은 감각운동도식에 의한 행위-이미

지로서 즉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동시에, 비

유기적이고 무의지적인 지각작용에 의해 ‘어디선가 본

듯 하지만 낯선’ 충돌의 마주침에 의해 머뭇거리게 되는

감정으로부터, 정감-이미지로서의 간격을 생성해낸다.

여섯째, 사실적 포토그램의 대위법적 긴장 구도로 좁

아진 간격의 호흡은 주관적 감성의 예술 작품과 과학적

도표와 다이어그램, 건물 모형과 설치작업들, 동영상 자

료들과 함께 비록 선형적 궤도 안에서 개방된 배치 안에

서 간격이 넓어지며 인식이 확장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와 같이 리서치/아카이브를 특징으로 하는 전시의

목적은 전시주체의 의도보다는, 병치된 재료들로부터 관

람자들의 자유로운 인식에 의해 스스로가 ‘별자리를 만

들어내는 것’인데, 별자리 생성의 핵심은 바로 별(재료)

들의 충돌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몽타주이다. 대개의 리

서치/아카이브 전시가 지나친 객관성과 자율성에 기대어

의도의 전달이 약했던, 즉 중심화의 전략이 약했던 반면

한국관 전시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표현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감각운동도식에 의해 관람객들에게

남과 북의 긴장 구도 속 근대성에 대한 의미화(의미작용

으로서의 고정, 공간화)를 형성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의

미화를 더욱 강하게 분쇄하는 이미지들의 환유적 충돌로

부터 향 후 어떠한 구도로 펼쳐질지에 대한 새로운 의미

생성의 여지를 만들어주었다.

4개의 주제 안에서 각기 근대성의 흡수라는 전체 주제

의 공통점과 구심점을 견지하면서 자율적인 표현특성을

드러내었다. 많은 부분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자료들

을 바탕으로 전개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객관적 리얼

리티가 정감-이미지 간격의 수축과 이완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대위법, 변증법적 형식

은 과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표현특성으로서 처음의 강

한 이미지가 정-반-합이라는 폐쇄적 승화구조 때문에

동일성의 구도로 고착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하지만 한

국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충돌을 더욱 더 이질적으로 미

분화하여 의미화 되는 것을 방어하고 경험자들에게 개방

적 인식으로서의 생성의 가능성을 제공한 부분이 고무적

이다. 식상할 수 있는 대위법이라는 전체구도 안에서 고

정되고 공간화 되는 의도적 상황을 다양한 지각-이미지

들의 파편적 구성으로 미끄러지게 한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근대성의 흡수’라는 전체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유기적 전체성을 강하게 어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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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돌 몽타주의 효과는 유지시키면서 쇼트들의 자율성

을 전체에 부합시키는 부분 운동으로 절묘하게 조절했기

에 ‘낯선 공감대’로서의 모순된 간격 형성이 가능했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영화 이미지는 운동하는 이미지가

아닌, ‘운동-이미지’인 것처럼 사유가 부가된 이미지가

아니다. 운동이라는 동력에 의해 우리의 내적상태 혹은

그 주변의 외적 상태는 묶여 있는데 영화에서의 운동은

이 대상들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자체 내부에서 즉각적

으로 운동-이미지가 제시된다. 들뢰즈와 베르토프는 영

화라는 매체(메타-미디어)의 특성(형식)을 통해 영화 스

스로를 성찰하기를 강조하였다. 그로부터 지속하는 우주

의 동적인 단면을 영화적 방식으로 열어보이려 했다. 마

찬가지로 하나의 전시가 전시매체(메타-미디어)의 특성

(형식)을 통해 전시 스스로를 성찰하여 지속하는 우주의

동적인 단면을 열어보이는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관의 충돌 몽타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전

형적인 은유적 구도(변증법, 대위법)의 폐쇄적 단면을 이

와 유사하면서도 인접한 환유적 구도로 치밀하게 미분화

하는 새로운 형식적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고밀도로 미분화된 충돌 이미지와 기

체적 지각-이미지로 표현된 한국 건축(남·북한)의 ‘근대

성의 흡수’과정으로부터 과연 현재의 우리(남북한 당사

자, 혹은 외부관람객)에게 어떠한 의미가 생성되었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앞에서 의미화, 혹은 의미작용의

입장에서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각운동

도식(서사화, 이야기로서의 흥미유발)이 윤활제로서 역할

을 하였으며 이로부터 추동된 기체적 지각-이미지의 충

돌이 사유의 확장과 해방의 여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였

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시도의 의의는 전시

연출 방법의 권리상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과연 실제 관람객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의

미가 생성―벤야민식으로 말하자면 몽타주된 남·북한의

근대성 흡수 전시로부터 발견된 새로운 모델(진리)―되

었는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산재된 단편들의 이질성

으로부터 기존의 건축적 리얼리티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즉 과도하고 낯선, 충돌 이미지의 연출에 의한 ‘다양한

재료들의 꼴라주로부터 자유롭게 몽타주’되기는, 답에 대

한 모색을 유보시킨 채 그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

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로

부터 정해진 답이 아닌 새로운 답에 다가갈 수 있는 문

제 생성 측면에서의 직관으로서의 포착이 가능한가? 어

쩌면 이러한 질문은 재현이나 의미, 서사에 거리를 두고

매체자체의 자기지시적인 실험(적 생성)에 몰두하는 형

식미학적 측면의 긍정성(우수성)에 전시의 의의가 한정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2)

22) 비평가 이종건의 <황금사자상>과 송종열의 <황금사자상의 한국관

동시에 2장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성의 흡수’라

는 주제는 과거의 기억을 이미지를 통해서 규정된 공간이

나 기능을 초월한 새로운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시간,

즉 순수기억의 차원에서 언급한 베르그송, 들뢰즈의 ‘시간

-이미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록 이번 한국관의 전시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부분이지

만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습관기억’과 함께 베르그송이 언

급한 ‘순수기억’ 입장에서의 이미지 개념을 전시 및 건축·

공간 이미지의 표현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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