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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화의 시각효과와 정신분석의 관계성을 장뤽 고다르의 <경멸(Le Méris), 1963>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고다르는 <경멸>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자를 설정했다. 하지만 통역자의 역할은 있지만 정확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다르의 
의도는 관객이 단순히 영화를 바라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가라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 연구의 의미는 프로이드와 라캉의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장뤽 고다르의 영화 <경멸>에 참여했던 영화 제작
자, 감독, 작가, 배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갈등 관계를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으
로 재현했는지 분석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장뤽 고다르, 경멸, 앙드레 바쟁, 언캐니, 프로이트

Abstract  The study focused on Jean-Luc Godard's <Le Méris, 1963>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effects and psychoanalysis of the film. Godar set up an interpreter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scenario adaptors and producers, producers and directors, producers and interpreters, and 
assistants in <Le Méris, 1963> However, the role of an interpreter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lthough 
there is an interpreter, accurate communication is impossible. Such a break in communication is used 
as a strategy to clearly clarify Godar's own direction while revealing the difficulties of filmmaking as 
the gap between the two sides in filmmaking becomes clear. Based on Freud's theory of psychoanalysis, 
the meaning of the study is to analyze Jean-Luc Godard's relationship with filmmakers, directors, 
writers, actors and how the director visually reproduces the conflict among the invisible participants 
in th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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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자는 영화의 시각효과와 정신분석의 관계성을 장 

뤽 고다르(Jean Luc Godard)의 영화 <경멸(Le Méris), 
1963>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화 <경멸>에 참여한 영화 제작자, 감독, 작가, 배우들과
의 관계, 그리고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갈등 
관계를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재현했는지 분
석하려 한다. 1) 내용적 측면: 장 뤽 고다르는 <경멸>에
서 앙드레 바쟁(Andre Bazin)의 “영화란 그것을 통해 현
실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어야 한다”는 텍스트를 시작
으로 영화의 냉혹한 현실을 고민한다. 첫 번째 이유는, 고
다르가 영화제작자의 의도와 감독 사이의 갈등에 관한 
문제이다. 고다르는 영화 속 제작자인 프로코쉬의 상업적 
목적에 동의하지 않고 조소를 보내는 영화적 전략을 사
용한다. 고다르의 정체성은 영화에서 주인공 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한다. 시나리오 작가 폴은 프리츠
랑과 전형적인 헐리우드 제작사인 프로코쉬 사이에서 방
황하며 각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어려
움을 겪는데, 예술가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실존적인 고민
은 고다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두 번째로, 고다르는  
<경멸>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서 
통역자를 설정했다. 하지만 통역자의 역할은 있지만 정확
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영화제작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달라지는 
지점으로서 영화제작의 고충과 함께, 고다르 자신의 영화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2) 방법론적 
측면: 프로이트,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경
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를 통합적으
로 분석하려 한다.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서술하면 다
음과 같다. <경멸>의 ‘시각적 효과(미장아빔, 붉은색, 푸
른색 필터효과, 측면 트래블링과 인서트 컷)’를 프로이트
(Sigmund Freud)와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시각 효과가 드러난 표면 너머에 있는 
의미를 ‘죽음충동(tanatos)’, ‘분신(double)’과 라캉의 ‘응
시(gaze)’와 ‘결핍된 주체’, ‘욕망(libido)’ 이론을 적용한
다. 연구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 ‘미
장아빔’ : 응시와 죽음충동에서는 시작부분의 자막 효과
와 카메라의 낮은 각도를 통해서 죽음충동(thanatos)과 
삶 충동(eros), 성적충동(libido)과 자기보존의 충동을 
설명하고 있고, 2장, ‘붉은색, 푸른색 필터효과: 결핍된 
주체’는 욕망의 결핍을 채우고자 ‘오브제 아’(Objet petit 
a, 욕망의 대상(a))를 지속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3장 

‘측면 트래블링과 인서트 컷’에서는 욕망의 변화된 성격
에서는 감정이입을 방지하고 관객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4장 ‘등장인물의 소통불가능성 : 카
미유의 분신’에서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서 통역자를 설정했지만 여기서 통역자는 정확한 소
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시키며, 동시에 고다르 
자신의 영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멸’의 시각효과와 정신분석의 관계성에 대해 정
리한 내용은 아래 Table 1와 같다. 

Table 1. Visual effects and psychoanalysis symptoms in 
Le Méris 

2. 본론
2.1 미장아빔: 응시와 죽음충동

연구자는 몇 년 전 이 영화를 감상 후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실제로 바라보는 것 같
은 느낌이 들었었다. 빨강색과 지중해 블루로 가득 채어
진 이 영화에서는 여전히 잃어버린 고대를 생각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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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장 뤽 고다르(Jean Luc Godard)의 영화에 
표현된 이성과의 심리묘사가 너무나 멜랑콜리
(melancholy)하고 애도에 젖어 있기 때문이었다. 

영화는 중심인물들을 한데 모이게 했고, 영화 제작의 
극적인 과정들이 종종 스크린에 나타나는데, 이는 휴먼 
드라마(human drama)에 대한 역행이다. 그러나 이 공
공연한 존재에 엮인 것은 그 영화의 현대적 위기를 암시
한다. 이 영화의 내러티브는 표지판, 이미지의 암시에 숨
겨져 있다. 이 비스듬한 참고 자료를 하나로 묶는 통일된 
부분이 바로 고다르의 세계인 ‘씨네 필리아(cine philia)’
다. 이러한 종류의 암시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방향을 제
시한다. 하나는 영화의 ‘명시적 의미’를 유지하는 반면 다
른 하나는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우회한다. 영
화의 액션에서 강조되지 않는 경우, 지나간 장면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서는 영화 서술의 주요 대목에서 한 걸음 
비켜나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알베르토 모라비아 (Alberto 
Moravia’s)의 소설 ‘경멸(Il disprezzo)’을 각색한 장 뤽 
고다르감독의 <경멸(Le Méris), 1963>로 재탄생한다. 
“이 소설은 모라비아 기자 시절 마리오 카메리니(Mario 
Camerini’s) 감독의 1954년 율리시스(Ulisse) - 실바나 
망가노(Silvana Mangano)와 앤서니 퀸( Anthony 
Quinn)이 주연을 맡은 이탈리아 영화산업 - 을 직접 접
하면서 모라비아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소설 경
멸은 <오디세이>의 영화 제작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영
화의 주요 구성원(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은 제작 중인 
영화의 이야기, 불온한 결혼 이야기, 호머의 서사시에 대
한 지적 논쟁을 한데 모은다. 이 소설은 영화 제작 과정이
나 영화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고다드는 소설과 
달리 제작 중인 ‘미장 아빔(mise en abyme: 영화 속의 
영화)’은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영화란 그것을 통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어
야 한다.”[1]는 프랑스의 비평가 앙드레 바쟁(Andre 
Bazin)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이 영화는 냉혹한 
영화제작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한다. <경멸>의 줄거리를 
살피면 스튜디오에서 폭군 행세를 하는 미국인 제작자 
잭 팰런스와 그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철학과 영화를 이야기하는 감독 ‘프리츠 랑(Fritz Lang
)’1)이 병치된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 돈이 필요해 각색을 
1) 독일의 영화감독으로 <혼혈아>로 데뷔하여 표현주의 영화 <사

멸(死滅)의 골짜기>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 후, 탐정극 <마부
제 박사>, 공상영화 <메트로폴리스> 등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이주 후에는 사회 비판적 작품을 감독하였다.

맡은 프랑스 작가 폴 자발(미셀 피콜리)과 그의 아름다운 
부인 카미유(브리지트 바르도)가 등장한다. 감독이 시네
치타 스튜디오와 카프리섬에서 서구 문화의 원류인 <오
디세이>를 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와 작가와 
부인 사이에선 성적 갈등이 전개되고, 권력, 계급과 운명
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장 뤽 고다르 감독은 ‘미장 
아빔’을 찍기 위해 실제 프리츠 랑(Fritz Lang)을 직접 
감독 역으로 기용하고, 실명을 사용하면서 영화 속 영화
의 촬영 현장을 보여준다. 이 현장을 배경으로 프랑스의 
시나리오 작가 폴 자발이 자신의 아내 카미유를 미국에
서 온 제작자 제레미 프로코쉬(잭 팰런스)에게 팔아넘기
려는 과정이 묘사된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카미유는 돈
에 자신의 신념을 파는 남편 폴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
현하고,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연구 자료인 <경멸(Le Méris)>에서 고다르의 샷은 라
캉(Jacques Lacan)의 ‘응시(gaze)’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그 응시는 자신의 위치를 보이는 물체라는 것을 억지
로 인정하게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화면에 비
친 카메라는 시청자가 그 상호적인 시선을 차례대로 받
아들이지 않고는 영화를 보는 특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을 이해하도록 강요한다. 고다르의 이런 연출은 영화 제
작과정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본의 논리를 노출시키고 관
객들을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동참하도록 유
도한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경멸>의 타이틀 자막은 
붉은색으로 쓰여 있다. 미셸 마리는 이 붉은색 글씨의 타
이틀에 대해 “분명히 이것은 비극의 타이틀이다. 타이틀
의 붉은색은 “프로코쉬의 스포츠카 알파로메오의 붉은색, 
왕위계승자의 피의 붉은색, 사고가 났을 때의 붉은색을 
예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미셸 마리의 주장은 카미
유의 돌발적인 행동에서 발생한다. 카미유는 폴을 떠나서 
프로코쉬와 함께 로마로 가는데, 이 둘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 이런 식의 뜻밖의 결말은 관객에게 충
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카미유가 남긴 편지가 교
통사고 장면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성방식은 
카미유가 마치 ‘죽음의 순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고 생
각하게 한다. 암시적으로 느껴지는 카미유의 행위는 프로
이트(Sigmund Freud)가 말했던 ‘사후작용(retroaction)’
의 단서를 상기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위가 폴을 
경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코쉬와 함께 로마로 가는 
장면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두 사
람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데, 왜 죽어야
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 장면은 시각
적으로 붉은색 경멸의 타이틀 → 카미유의 편지(잘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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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안녕. 카미유) → 프로코쉬의 빨간색 스포츠카의 장면
으로 마무리된다.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카
미유가 남편 폴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남긴 편지의 내용
이다. “폴에게. 당신 총을 발견하고 탄알을 모두 빼버렸
어요. 당신이 안 떠날 것 같아서 나 혼자라도 떠나기로 
했어요. 로마로 돌아가는 프로코쉬와 동행하기로 했어요. 
로마에선 호텔에 머물거예요. 혼자 말이에요. 잘 지내요. 
안녕. 카미유”[2]

 

Fig. 1. Jean Luc Godard, Le Méris, 1963 Le 
Méris 

카미유는 폴의 총을 보면서 불길한 ‘죽음의 전조’를 발
견하고 두려워한다. 그녀는 프로코쉬와 로마로 함께 가지
만 자신이 외도하지는 않겠다고 밝힌다. 결과적으로 카미
유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죽음충동
(thanatos)’을 벗어나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 
너머>에서 ‘죽음충동(thanatos)’을 죽음충동(thanatos)
과 삶 충동(eros)으로 구분한다. 그는 다시 삶의 충동을 
성적충동(libido)과 자기보존의 충동으로 설명한다. “자
기보존의 충동은 필요의 영역에 속하고, 성적충동은 욕망
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는 살기위해서  
필요한 육체적 기능을 만족하려는 충동이고, 후자는 생존
의 모든 필요, 그 너머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충동이
다.”[5] 이런 이유로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반복 강박과 
관계를 맺고, 이후 파괴와 공격성과 연관된다. 인간이 살
아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태어나기 전 단계인 암흑의 세
계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삶을 포
기 한다면 그것은 탄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프로이트는 
초기에 리비도(libido)는 공격적이라고 언급했으며, 후기
에는 리비도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이 죽음충동이라는 가
설을 발표했다. “프로이트는 죽음충동을 쾌락원칙이 정
신적인 작용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동일성 내지는 불변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의 
경제적 모델에서 프로이트는 불만족스러운 긴장감은 사
람들에게 만족을 찾도록 자극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신
작용은 이드의 억압을 요구하는 외부의 금지 때문에 생

겨난 불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긴장감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둔다.”[6] 

이런 현상은 인간이 현재의 만족하지 않은 상태를 벗
어나서 보다 나은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이 불일치 될 때 공격성을 드러낸다. <경멸>
에서 카미유의 죽음은 서사 구조에서 ‘죽음충동’을 인식
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사실은 카프리 섬에
서 출발하여 로마로 달리고 있던 차 안에 있던 카미유가 
그 순간 삶에서 죽음으로 이동하는 변환 이미지로 바뀌
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죽음충동’에서 죽음, 결말, 끝을 
동시에 연상시키게 한다. 관객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서 
살아있던 존재인 카미유가 피를 흘리며 죽은 시체로 변
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된다.

2.2 붉은색, 푸른색 필터효과: 결핍된 주체
브리지트 바르도(Brigitte Bardot, 카미유 분)는 스크

린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와 실제 세계에서 매우 여성스
러우며 동시에 완전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자유분방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여성상으로 느
껴진다. 그녀는 아담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녀의 
긴 금발 머리와, 짙은 눈, 그리고 특유의 섹시한 입술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런 바르도의 대중적 이미지는 "극단적 여성주의”[4]
를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르도의 경우, 이런 취약성
이 실제로 그녀의 연기에 복잡성을 더하게 되며, 관객들
이 그녀의 연기를 통해서 익숙한 서사를 역전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녀의 독특한 ‘아우라’는 영화의 서사를 
흥미롭고 잘못된 방식으로 복잡하게 만든다. 그녀의 여성
적, 성적 이미지를 강조한 대표적인 시퀀스는 누드 상태
에서 침대에서 폴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상당히 긴 장면
이 등장한다. 고다르는 제작자가 영화의 오프닝에서 영화 
제목이 갖는 의미처럼 “<경멸> 을 설명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러브신[3]”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에 고민을 한 
결과 이 시퀀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Fig. 2. Jean Luc Godard, Le Méris, 1963 Le Méris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작자들이 영화의 내용과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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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장면을 삽입 했다기 보다는 브리지트 바르도의 출
연료가 너무 비싸기에 추가적으로 누드연기를 요구한 것
이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1950년대 후반부터 닥
쳐오기 시작한 영화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제작자들
이 전략적 방법으로서 관능적인 측면에 치중한 것이다. 
당시 유럽은 미국보다 영화에 관능적인 요소가 강조 되
었다. 미국의 경우 ‘헤이즈 코드(The Hays Code)’가 엄
격하게 1966년까지 적용되면서 제작자들은 다양한 방법
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Fig. 3. Jean Luc Godard, Le Méris, 1963 Le Méris

프로코쉬는 영사실에서 <오디세이>의 한 장면에서 여
자 배우가 바다에서 수영하는 인어의 연기에 아주 만족
한 표정을 한다. 프로코쉬의 이런 웃음은 사적인 태도에
서 발생한 것이 아닌, 침체기에 빠져있는 할리우드의 제
작자들이 불황 타개를 위한 목적으로 여성을 관능적으로 
보여주려는 상업적 전략을 대변한다. 고다르는 절대 권력
을 휘두르는 제작자인 프로코쉬의 이런 모습에 동의하지 
않고 조소를 보내는 영화적 전략을 숨기고 있다. 영사실
에서 프로코쉬가 <오디세이>를 관람하면서 그가 원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면 밝게 웃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불쾌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프로
코쉬는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가 대본에 없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을 격렬하게 방해한다. 그의 주장이 변칙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순간 프리츠 랑은 “대본에는 그 내용이 쓰
여져 있고 화면에는 그것이 영화로 표현되었기 때문”이
라고 말하며 차분하게 논쟁을 마무리 짓는다.

누드연기가 등장하는 시퀀스에서는 누드로 엎드린 카
미유와 그 옆에 있는 폴의 모습이 등장한다. 폴은 카미유
의 금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 상황은 붉은색 필터를 
사용해서 은밀한 느낌을 강조한다. 

“거울에 내 발이 보여요? 예뻐요?”/ “그래.” “내 복숭
아 뼈는 어때요?”/ “예뻐.” “내 엉덩이가 예뻐요?”/ “물론
이지.” (...) “내 가슴하고 유두 중에 어떤 것이 더 예뻐
요?”/ “둘 다 예뻐.”(...)[2]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카미유의 질문에 
폴은 지루함을 느꼈는지 반복적으로 긍정하는 대답만 한

다. 카미유는 폴에게 사랑을 확인하려는 듯이 자신의 육
체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라캉(Jacques Lacan)이 언급한 
‘오브제 아’(Objet petit a, 욕망의 대상(a))를 지속적으
로 확인시키고 있다. 카미유의 육체는 폴에게 “욕망의 원
인인 ‘대상(a)’에 해당한다.‘대상(a)’는 주체의 욕망을 일
으키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미끼이다. ‘대상(a)’는 한편으
로 부분대상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때 
그것은 대상의 어떤 부분적 특징이다. 라캉은 욕망이 완
전히 충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a)’을 환유적 대상이
라고 한다. 주체 속의 빈 공간을 채우는 원인 혹은 대상
으로서, 주체를 욕망하게 하는 일종의 미끼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내용을 갖지 않고 욕망이 완전히 충족될 수 없
다.”[7] 이처럼 카미유가 폴에게 자신의 육체 중 부분대
상인 -발, 복숭아 뼈, 엉덩이, 가슴 -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폴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욕망이 충족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런 그녀의 내면은 무의식
적으로 폴에 대한 욕망(libido)이 결핍된 요소로 자리 잡
고 있다. 라캉의 결핍이론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일찍이 
‘이드(원초적 자아)가 있는 곳에 내(자아)가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자아 심리학에서는 이 구절을 놓고,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인 이드를 자아가 건강하게 통제한다는 의
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라캉은 정통 해석을 뒤집어서, ‘나
는 이드가 있었던 곳으로 가야만 한다’고 해석했다. 이 해
석의 의미는 분열된 주체가 바로 자아이며, 라캉에 의하
면 정신분석의 목표는 이드를 승화시켜 건강한 자아를 
공고히 하는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분열
된 주체를 깨우쳐 주는데 있다. 그리고 라캉은 바로 이것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라고 주장했
다”.[8] 

라캉에게 욕망은 결핍과 같은 말로 해석된다. 그런 의
미에서 카미유의 욕망은 결핍이다는 라캉의 개념에서 자
유로워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길거리에서 파는 <모나리자> 그림엽서에 
수염을 그려 넣고 ‘L.H.O.O.Q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
라는 글자를 썼던 것처럼, 카미유가 나체로 등장할 때, 책 
한 권이 그녀의 엉덩이에 놓여있는 모습은 마치 섹스를 
하기 위해선 문학이 대신 필요한 것처럼 희화화한다. 이
처럼 카미유의 각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식은 여성의 
누드의 접근 방식에서 제작자와 관객에게 조롱을 던지는 
것과 같다. 고다르는 제작자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어넣은 누드 숏은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
지만 고다르는 제작자의 압력에 표면적으로 굴복한 모습
처럼 보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그들의 의도를 조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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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누드 숏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카미유는 
자기 육체에 자아도취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육체가 
지닌 은밀한 매력 때문에 역으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
다. 고다르는 카미유의 신체의 부분을 확대 하지 않고 카
메라의 시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고다르는 
카미유의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야”라는 심각하게 
의문 섞인 말에 폴이 “그래 당신을 사랑해. 전부. 아주 끔
찍할 정도로”라고 말하는데[2] 이것은 강한 긍정으로 부
정의 효과를 표현하며, 필터의 사용으로 시각적인 단절을 
보여주면서 상황의 재현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낸다. 고
다르는 이런 필터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이 장면이 다른 사건이 되고 단순히 침대 위에 
있는 브리지트 바르도 보다는 더 비현실적, 심오하고, 심
각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색깔로 처리해서 붉은색과 푸른
색 조명을 사용했다. 영화는 현실을 미화시킬 수 있고 미
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장면을 바꾸고 싶었
다”[9]고 주장한다. 즉 색채의 단독적인 의미보다는 감독
이 느끼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의도에 맞게-욕망, 결핍된 
주체, 비현실성-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측면 트래블링과 인서트 컷: 욕망의 변화된 성격
“당신을 경멸해.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을 경멸하니까. 
(...) 당신의 몸이 스칠 때 불쾌해.” 
- 카미유의 대사 중-.

고다르는 리버스 앵글 쇼트(reverse angle shot) 대
신에 좌우 ‘트래블링 쇼트(traveling shot)’2)를 사용한
다. 리버스 앵글 쇼트는 대화 장면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
인데 인간이 바라보는 지각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보이
게 하는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사실과는 거리가 먼 방법
이다. 

상투적으로 대화 장면을 포착할 때 이런 촬영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였으나, 고다르는 마주 앉아있는 장면
에서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여서 대화 장면을 표현한다. 
이것은 그의 기술적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장면이다. 
이러한 “분명하고 흐르는 듯 느린 측면 트래블링의 기법
은 일종의 명시된 거리”[10]를 나타낼 갓을 중간에 두고 
응접실 탁자의 양쪽에 앉아있다. 카메라는 폴과 카미유 
2) 이동쇼트,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쇼트. 이것은 트러킹

(rucking), 달링(ollying)이라 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시야에 
변화를 주고, 피사체와 배경에 변화를 주거나, 화면에 운동감
을 부여할 때 사용된다.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천천히 트래블링으로 좌, 우를 번
갈아 가면서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전등갓과 수직으로 만
나는 순간에 전등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반복한다. 이것은 
<경멸>의 아파트 시퀀스에서 점멸하는 빛의 시각적 요소
와 스위치 작동소리의 청각적 요소를 동시에 사용한 것
이다. 

중요한 것은 고다르가 이 시퀀스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방지하고 관객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트래블링쇼트를 <경멸> 이전에 만
든 <비브르 사비(ivre sa vie, 1962)> 에도 나타난다. 후
자의 영화에서 주인공 나나가 매춘부로 일하기 위해 편
지를 쓰고, 그녀의 후원자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도 
카메라는 동일하게 '시계추'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
(트래블링)을 목격하게 된다. 

Fig. 4. Jean Luc Godard, Le Méris, 1963 Le Méris

고다르가 대화 장면에서 트래블링 쇼트를 사용한 카메
라 움직임의 '시계추' 역할은 문학작품에도 유사하게 사
용된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웃는 남자( 
L'HOMME QUI RIT)에서 그윈플렌이 교수대에 걸려 있
는 시체가 바람의 영향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16] 으로 표현한다. 고다
르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면, 위고는 
죽은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 각성하는 느낌을 표
현한 것이 다른 지점이다.  

고다르는 폴과 카미유가 다투는 와중에 폴의 반응을 
보이게 하지 않고 ‘플래시백(Flashback)과 플래시포워드
(Flashfoward)’로 구성된 10개의 몽타주 쇼트를 삽입해
서 두 사람의 내면을 화면 밖 목소리로 처리하여 서로 입
장을 반추하게 하고 고조된 감정을 잠시 진정시킨다. 

이것은 폴과 카미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적
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두 사람의 내면의 얘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폴: 언젠가 카미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의 절망일 거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카미유: 사랑을 나눌 때 우린 무의식 속에서 달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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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원했지만 갑작스럽고, 열광적이고 너무 무모해서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잠이 들었다. 

폴: 그녀의 그러한 무모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녀가 
나를 사로잡은 그 열정을 난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카미유: 난 그 말을 일부러 암시적으로 모호하게 얘기
한 거였다. 

폴: 그녀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황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금방 그만두려 하는 것 같았다. 

카미유: 폴은 내게 상처를 입혔다. 이제 그가 상처를 
입을 차례다. 어떤 말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골탕
을 먹일 거다. 

폴: 잘못 생각한 거 같다. 진심은 아니었을 거다. 겉으
로만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알아봐야겠다. 

카미유: 난 감정 때문에 생긴 혼란을 이성으로 해결해 
보고자 거짓된 마음의 평화를 가장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폴: 언제가 카미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의 절망일 거라고 생
각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카미유: 사랑을 나눌 때 우린 무의식 속에서 달콤하게 
서로를 원했지만...”[2] 

이 부분은 폴과 카미유의 내면의 소리가 화면과 함께 
순차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이 장면에서는 남자(폴)의 시
각에서 바라본 카미유의 화면에서 시작과 끝에서 동일하
게 카미유의 누드 쇼트로 마무리된다. 둘째, 서로가 타인
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난다. 폴은 카미유가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카미유는 자신이 사랑에 상처받았으니 
폴도 상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심리는 ‘탈리
오법칙(lex talionis: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에 해당한다. 
프로이트는 타인에게 호감을 갖거나 혹은 증오하는 감정
이 과학적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타
인을 증오해서 결과적으로 다치게 되면 자신도 ‘상처
(trauma)’를 입는데, <경멸>에서 카미유에게 증오의 대
상은 폴이며, 그가 카미유의 증오를 부추기는데 동기부여
를 한다. 프로이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주의자로
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어렵다
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 본성 속에 
내재된 이기적인 악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순수한 존재”[17]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 폴은 어떤 식으로는 카미유가 떠난다는 것을 암
시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율배반적인데, 자신이 떠나

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고 감성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소
원해졌기에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 폴과 카미유 
사이에서 ‘언어의 진정성’이 나타난다. 그들은 서로에게 
평상시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 “라캉(Jacques Lacan)의 경우 말을 ‘찬 말
(full speech)’과 ‘빈말(empty speech)’로 구분했는데 
무의식과 전혀 관계없는 자아의 꾸밈이 빈말을 만들어 
낸다면, 무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참 말이라고 한다. 
찬말은 ‘정동(情動:affect)’ 이라고 불리는 강렬한 느낌과 
함께 드러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느낌. 바로 그것이 
무의식의 개입이다. 찬 말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그것은 자아가 꾸며낸 허상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내 진정한 모습의 일면이다”.[18] 또한, ‘언어의 반복성’
이 나타난다. 그것은 대사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중복
되어서 나타난다. “언젠가 카미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
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의 절망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고민이 한 번에 결정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 '반복강
박(repetition compulsion)'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시
각 이미지에서 보면 남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비교적 적
게 표현하고 카미유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넓게 묘사
되어있다. 그것은 첫째 줄의 오른쪽 끝에서 카미유가 폴
을 발로 차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두 번째 줄 아래
에는 카미유가 옥상에서 노란색 잠옷을 걸치고 지나가고 
뒤에 폴이 따라다니고 있다. 즉 공간을 먼저 점유하는 것
은 카미유인 것이다. 

Fig. 5. Jean Luc Godard, Le Méris, 1963
   

이 영화의 폴과 카미유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가장 긴 장면으로써, 어느 쪽도 상대방의 
분노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고다르가 
‘논 디제틱(non-diegetic)’과 나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사
용함으로써 부부간의 이러한 격차를 분명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욕망의 변화된 성격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인서트(inser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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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다르는 이 욕망의 상실을 표현하는 폴과 카미유의 내
레이션과 벌거벗은 카미유의 ‘논 디제틱 샷(non-diegetic 
shots)’을 교환한다. 화면에 보이는 카미유는 이전의 에로
틱한 침실 장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만, 카미유는 더 이상 자신을 폴의 이익을 위한 ‘상징적인 
실체(symbolic entity)’로 변화시키지 않으며, 그녀의 도
움 없이는 성적인 쾌감이나 어떤 친밀한 욕망을 이룰 수 
없다. 폴은 자신이 솔직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며, 
그의 성욕을 빼앗은 침묵하는 카미유의 모습을 바라본다. 
카미유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린 무의식 속에
서 달콤하게 서로를 원했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논 디
제틱’한 목소리로 얘기한다. 이것은 카미유가 그토록 간
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욕망의 언어적 명칭이다. 고다르
는 카미유의 벌거벗은 이미지 위에 다시 카미유의 목소
리를 보이스 오버(voiceover) 함으로써 그녀의 욕망을 
표현했다. 폴과 카미유는 서로가 마찬가지로 언어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눈에 띄지만, 그녀
는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의 부분을 언어적 표
현으로 지정함으로써 욕망을 자극할 수는 없다. 남은 것
은 카미유 육체의 시각적 이미지뿐인데, 소통 가능한 언
어가 없다면 빈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카미유는 
폴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징적 욕망을 
취소한다. 하지만, 카미유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은 폴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부분이다. 폴이 오직 카미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본 
작업 일을 맡았다고 주장할 때, 카미유는 그저 “나는 당
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폴과 카미유는 둘 다 
그들 관계의 정신분석적, 경제적 이중성이 지닌 의미를 
절반 정도 파악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한 관계가 되며, <경멸>은 영화 전반에 걸쳐 두 가지 
우려를 증명한다.

2.4 등장인물의 소통 불가능성: 카미유의 분신
고다르는 <경멸>에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영화 <오디

세이>의 감독 프리츠 랑이 작가주의 영화를 제작 할 때 
발생하는 감독과 제작자 사이의 소통의 힘든 상황을 사
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제작에 참여한 스탭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모라비아
의 소설을 각색하면서 원작에 역할이 미약한 비서를 국
적이 다른 인물들의 소통을 위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이탈리아인 프란체스카란 인물로 
창조했다. 

프란체스카는 치네치타의 스튜디오에서 화면 밖 목소

리로 그녀를 성 바니니(Vanini)로 불리게 된다. 그것은 
실버시네의 벽에 붙인 영화포스터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영화 <바니나 바니니(Vanini Vanini, 1961)>의 제목과 
동일하다. 로셀리니의 영화에서 고다르는 다양한 아이디
어를 차용했다. 고다르가 공들인 부분은 원작인 모라비아 
소설에서 미미했던 통역자를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고한 영화는 로베르
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가 1940 ~ 50년대에 
제작한 영화들이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파이자, 
Paisa, 1946>, <스트롬볼리, Stromboli, 1951>, <이탈
리아 여행, Viggio in Italia, 1954>이다. 이탈리아 여행
에서 영어와 이탈리아어, 시칠리아 방언이 인물들을 통해 
구사되고 있다. 고다르는 이 세 편의 영화에서 다양한 언
어의 사용과 함께, 그러한 언어들이 발생시키는 비극적 
오해를 자본으로 결정되는 영화제작의 현실에서 감독의 
입장으로 본 작가주의 영화제작의 힘든 현실을 상기시킨
다. 프란체스카의 등장은 소통을 위한 장을 여는 것처럼 
영화의 시작을 미리 예측하는 ‘사후작용(retroaction)’ 
역할을 한다. 

프란체스카의 실질적인 소통에 해당하는 통역자의 역
할은 시나리오 작가 폴을 <오디세이>의 제작자 프로코쉬
가 있는 치네치타로 안내하는 외적 행위로 선명해 진다.

Fig. 6. Roberto Rossellini, Vanini Vanini, 1961

프로코쉬는 미국인이기에 영어만 사용하고, 폴의 경우
도 프랑스인으로 모국어인 프랑스어만 사용한다. 반면에 
프란체스카와 마찬가지로 프리츠 랑은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두 사람은 휠
더린의 시에 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할 정도로 유
창한 어학실력을 가지고 있다. 프란체스카는 인물들의 대
화를 요약할 때 유창한 통역을 과시한다. 프로코쉬와 프
란체스카의 관계는 제작자의 비서이자, 통역자의 역할을 
하지만. 모호한 측면도 존재한다. 

영화 <오디세이>의 러시필름의 시사회를 마친 이후 
프로코쉬가 영화 흥행이 실패할 것으로 판단하여, 화가 
난 나머지 필름 통을 던지려고 할 때 프란체스카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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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킨다. 또한 그녀는 프로코쉬가 <오디세이>의 각색
계약을 위하여 폴과 함께 수표에 서명할 때 프란체스카
의 인격을 무시한 행동을 한다. 그는 프란체스카가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서명을 한다. 이런 현상은 마치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프란체스카의 
행동은 니체(Nietzsche)가 말하는 노예의지, 혹은 노예
도덕에 해당한다.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
다>[11]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사랑하라고 강조했다. 이
웃이 아니라 너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것은 누군가의 명
령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살라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니체는 인간의 내면에 기존의 가치와 명령에 복
종해 편안하게 살려는 노예의 의지와 스스로 명령에 따
라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주인의 의지가 공존한다고 
언급한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
종하는 프란체스카이 내면은 노예의지, 노예도덕에서 헤
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프로코쉬의 단순한 통역자 
역할만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멸시도 감내하는 주종관계
의 역할도 수행하는 존재이다. 그녀는 로마의 프로코쉬의 
빌라에서 폴과 카미유가 떠난 뒤 프로코쉬에게 발로 체
이는 수모도 당하며, 종종 프로코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
우를 받지만 그의 입장을 옹호하며 다정한 행동을 보이
기도 한다. 

카프리의 별장에 들어와서 얼마 후 폴이 시나리오 각
색 계약을 파기하는 선언을 한 직후 분위기가 경직 되었 
을 때 그녀는 노란색 옷을 입고 카미유의 왼쪽에 앉아 프
로 코쉬의 손을 잡는다. 프란체스카는 갑자기 폴에게 이
전의 통역자의 고정된 역할을 벗어나서 “영화를 만드는 
일은 이상과 달라요”[2]라고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
달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지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기라고 직감한 것일까? 프란체스카의 
모습은 영화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녀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녀는 영화 속의 영화 <오디세이>의 러
시 필름에서 볼 수 있는 처녀 “코레(Koré, 고대그리스의 
처녀 조각상)”[14]의 얼굴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카미유
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변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이 부분
은 성적구별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문
제로 이어진다. 니체가 자신의 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자’[12]의 개념은 ‘긍정적인 여자’의 정의에서 창조성
을 가진 완벽한 여성성을 의미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여
자’는 남자들의 눈치만 보는 여자. 남자가 좋아하는 취향
에 따라서 자신을 바꾸고, 타인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는 

‘노예도덕’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체스카는 타인(프로코쉬)의 눈치를 보는 ‘부정적인 
여자’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긍정적인 
여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신분석에서 프란체
스카는 카미유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녀는 “ 어느 순
간 카미유의 분신, 자기도취적 거울이 된다. 그녀는 카미
유처럼 질투의 색 노란색 옷을 입는다. 그녀의 행동방식
은 유사하게 무기력한 우아함을 나타낸다.”[14] 결국 관
객의 입장은 프란체스카가 카미유의 ‘분신(double)’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 부분을 프로이트가 언급한 분신의 개
념에 살피면 다음과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신(分身)
의 모티브인데, 이 모티브는 그 모든 발전단계와 특성을 
자세하게 드러낸다. 다시 말해 유사한 왜관으로 동일인으
로 취급당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이 분신 관계는 - 
이를 텔레파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 한 인물
의 정신적 움직임이 다른 인물에게로 즉각적으로 전이되
는 과정을 통해 강조되어서 한 인물은 다른 인물의 지식
과 감정과 모든 경험에 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 인
물이 완전히 동일시되면 어디까지가 진정한 자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요컨대 자아의 분할, 구
분, 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13]고 언급
한다. 다시 영화에 되돌아와서 프란체스카가 카미유의 
‘분신’ 처럼 보이는 이유는 심리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
로서 프란체스카의 정체성은 카미유와 심리적인 동일시
를 이룬다. 이런 순간은 폴과 카미유가 내면의 소통이 안 
된 것처럼, 프란체스카가 프로코쉬와 소통이 불가능했던 
상황과 동일하다. 이처럼 프란체스카는 다음 순간에서 카
미유의 존재가 진행되는 분신과 같으며, 이러한 표현은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고다르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그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 통역자를 설정했다. 하지
만 아무리 통역자가 외국어를 잘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런 소통의 단절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우
며, 영화제작이 험난하다는 사실과 함께, 고다르 자신의 
영화의 지향점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3. 결론
이 연구는 영화의 시각효과와 정신분석의 관계성을 장 

뤽 고다르(Jean Luc Godard)의 영화 <경멸(Le Méris), 
1963>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1)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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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영화에 참여한 영화 제작자, 감독, 작가, 배우들과
의 관계, 그리고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갈등 
관계를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재현했는지 분
석하였다. 2) 방법론적 측면: 프로이트,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경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
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다르 영화의 창의성은 1960년대에 <경멸>을 통해
서 예술의 창작 행위를 언어와 인간의 관계, 자본주의 체
제의 문제와 결부 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시각은 1990년
대 니콜라스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관계예술”
로 의미가 확장된다. <경멸>에서 영화 제작자의 죽음은 
감독의 연출 의도로 영화를 완성할 수다는 것을 상징적
으로 묘사한다. 고다르는 주인공 폴을 통해서 자신의 모
습을 동일시한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복잡하지 않고 명확
하지만 모호한 장면들이 많으며 관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고다르의 의도는 관객이 
단순히 영화를 바라보고 몰입하는 것 보다는 영화의 내
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의 영화는 동시대의 다른 영화와 비교할 때 오
히려 일상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었지만, 오히려 ‘언캐
니(uncanny)’[15]한 징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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