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논제(論題)의 프리히스토리(Prehistory) 시대는 화 

탄생 이전 시기를 의미한다. 화라는 매체가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최초로 탄생한 것은 1895년 12월 28일 파
리 그랑카페 시사회에서 고 이 때 부터 화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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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95년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탄생한 화는 최초의 것이 아니었다. 4년 전 화 촬 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이미 수십 편이 넘는 화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에디슨 화는 상대적으로 저 평가되어왔다. 그것
은 화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키네토스코프란 일인용 뷰어를 통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은 현대 화와 동일하며 오히려 다른 초기 화들에 비해 독특한 미학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가 연예 오락 지향적이며 상은 인위적 콘트라스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 탄생 이전의 작품 
임에도 허구 화가 추구하는 중요 창작요소들과 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산업수준의 제작 시스템과 전문가들
을 갖추고 있었다. 뤼미에르의 화가 사실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화의 시작이라면 에디슨 화는 현대 화
의 특징인 흥행을 추구하는 대중 화의 시작으로 사적(史的) 가치를 부여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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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lm born by Lumiere brothers in 1895 was not the first. Edison, who invented the Kinetograph 
four years ago, has already made dozens of films. But it has been relatively undervalued. That's because 
the platform for projecting a movie was through a single person viewer called Kinetoscope. Howeve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lm itself are the same as those of modern films, and have a unique 
aesthetic distinction compared to other early films. The subject is entertainment-oriented, and the 
image is characterized by contrast effect. In addition, even before the birth of the film, it shows the 
important creative elements and genres pursued by fictional films, and has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and experts. If Lumiere's film is the beginning of a documentary film that portrays the fact, 
Edison's film deserves historical value as the beginning of popular film, which is the hallmark of modern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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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뤼미에르 이전에 
이미 에디슨에 의해 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뤼미에
르를 화의 시작점으로 보는 이유는 그의 파리 그랑 카
페 시사회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화가 새로운 대중 
예술적 매체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1890년부터 발명에 필요한 시험용 화를 제
작하기 시작해 뤼미에르의 시사회가 있기 전년인 1894
년 까지 이미 80여 편의 화를 제작하고 있었다[1]. 그
러나 통사(通史)적으로 기술된 화사에서 이 화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주로 에디슨의 촬 기 및 사기의 최
초 발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들은 발명의 부가물
로 간단히 언급되거나 없다[2-4]. 이와 같은 이유는 뤼미
에르 화가 스크린 투사 방식인데 반해 에디슨은 화
가 내장된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의 핍 홀
(Peephole) 창을 통해 보는 일인 방식으로 결정적인 매
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에디슨 역시 인식하
고 뤼미에르 시사회 이후 키네토스코프 방식을 폐기하고 
스크린 사시스템인 바이타스코프(Vitascope)로 전환
했다. 따라서 에디슨 화는 1891년부터 1895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키네토스코프용으로 제작된 것이
다. 초기 미국 무성 화사를 집대성 한 찰스 머서
(Charles Musser) 역시 이런 에디슨 화들을 화 이
전의 화(Before Cinema)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화라는 신매체로서는 미완이지만 규격을 갖추고 상
을 담아내는 본질적인 기능물로서 화는 완성된 것으로 
평가한다[5]. 논자는 이 말의 의미를 보고 즐기는 화의 
기능이 완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에디슨의 화를 현
대 프로젝터에 걸어도 훌륭히 재현되기 때문에 재생미디
어에 상관없는 화고유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번들 
용으로 저평가 받기에는 이 화들의 역사적 가치가 크
다. 논자는 이런 관점에서 에디슨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고찰을 하고자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 접근 가능한 에디
슨 화의 시청을 통해 미학적 특징을 파악한 후 그런 특
징이 만들어진 배경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에
디슨 화들이 어떤 사적(史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한다.

Ⅱ. 필모그래피

뤼미에르 화가 탄생한 189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에디슨 화는 약 90여편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미국 의
회도서관의 에디슨 화 컬렉션[6]과 인터넷무비 데이터
베이스(IMDB)의 에디슨 필름(Edison Film) 검색[7]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화는 아래 표1의 32편 정도이
다. 이 화들은 35mm 필름 한롤(47ft,14m) 분량이며 
초당 40프레임으로 촬 , 재생해 20초 정도의 러닝 타임
을 가졌다.

표 1. Thomas Edison Films (1890~1895)
1. Monkeyshines, No. 1 1890 시험영상 

2. Monkeyshines, No. 2 1890 시험영상        

3. Dickson Greeting 1890 Dickson의 인사

4. Newark Athlete 1891 곤봉 선수

5. Men Boxing 1891 권투

6. Blacksmith Scene  1893 대장간풍경

7. The Barbershop 1894 이발소

8. Fred Ott's Sneeze 1894 프레드오트의 재치기

9. Athlete with Wand 1894 막대 체조 선수       

10. Sandow, Souvenir Strip of the 
Edison Kinetoscope 1894 보디빌더 샌도우

11. Carmencita 1894 카르멘시타 

12. The Boxing Cats (Prof. Welton's) 1894 고양이 복싱 (웰턴교수)

13. Juan Caicedo (with Pole) 1894 후안 사세이도 

14. Annabelle Butterfly Dance 1894 애너밸의 나비춤

15. Cock Fight, No. 2 1894 투계

16. Corbett and Courtney Before the
Kinetograph 1894 카메라 앞의 코르벳과 코트니

17. Sioux Ghost Dance 1894 수족의 악령의 춤 

18. Buffalo Dance 1894 들소 춤

19. Hadj Cheriff 1894 하지세리프 

20. Glenroy Bros., No. 2 1894 글렌로이 형제 

21. Luis Martinetti, Contortionist 1894 루스 마르티넷티의 아크로바
트

22. Bucking Broncho 1894 야생마 길들이기(야외세트)

23. Annie Oakley, Little Sure Shot of
the Wild West 1894 서부의 작은 명사수 애니오클

리  

24. Imperial Japanese Dance 1894 일본 황실 무용

25. Chinese Laundry Scene (Robetta
and Doretto No.2) 1894 중국인 세탁소 풍경

26. Band Drill 1894 밴드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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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들은 1,2번의 최초의 실험 상, 3번 촬  및 제
작을 총괄한 윌리엄 딕슨(William K Dickson)의 인사

상, 4,5,9번 에디슨의 발명에 큰 향을 준 에드워드 
마이 브리지(Eadweard Muybridge)로부터 감을 받
은 운동선수의 상이며 6,7,9번 대장간 풍경, 이발소, 
프레드 오트의 재치기 모습과 이후 10번부터 31번까지 
보드빌 쇼, 뮤지컬, 서커스 출연자들의 공연 모습과, 복
싱등의 스포츠 장면이 주류를 이루고, 27,29,32번 소방
수의 화재 구조현장, 화음향 실험, 역사적 사건의 재현
으로 이루어져있다.

Ⅲ. 미학적 특징

1. 주제 (Subject, Subject Matter)
에디슨 화를 검토하고 느끼는 가장 큰 점은 주제가 

독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무성 화 한편이 보여주는 내용으로 찰스 머서, 
고든 핸드릭스 (Gordon Hendricks)같은 화학자들이 
초기 화들을 구분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한다. 에디슨 

화의 주제는 다른 초기 화들과 다른 연예 오락적 요
소들을 가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대체적으로 무용수, 
스포츠선수, 곡예사, 무대 배우, 희극배우, 특정 인기인
이나 단체, 동물들로서 화 제목에 출연자의 이름을 명
기한 것들이 많다. 32개중 18개가 해당한다. 이들 대부
분은 전미지역에 소문나있는 보드빌(vaudeville)이나 서
커스, 브로드웨이의 출연자들로 대중스타들이 많았다. 
10번 “보디빌더 샌도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보드빌 쇼
에서 인간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프러시아출신
의 유진 샌도우(Eugen Sandow)는 가슴에 쇠사슬을 묶
고 근육의 힘으로 끓어내는 차력연기로 큰 인기를 끌었

고 보디빌딩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는 마치 그리스나 로
마의 조각 같다고 구전되며 보디빌딩의 아버지로 유명인
사가 되었다. 이 화의 촬 을 전후하여 많은 신문들의 
취재와 보도, 연이은 홍보행사와 파티들이 개최되어 대
중 스타가 출연하는 화임을 알렸다[8]. 아래 [사진 1]
이 샌도우의 화장면으로 그의 보디빌딩을 여러 포즈로 
보여준다.

사진 1                 사진 2

에디슨의 화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이와 같은 당대 
유명인들의 볼거리를 집중적으로 선별 캐스팅함으로서 
만들어졌다. 미국 최고의 여사수로서 백발백중의 사격 
솜씨를 보여주며 명성을 얻은 애니 오클리, 현란한 의상
과 조명으로 색다른 안무를 보여준 나비춤 과 뱀 춤
(Serpentine Dance)의 무용가 애나벨 위트포드
(Annabelle Whitfort) [사진 2], 최고의 논란을 야기한 
스페인 출신의 스타 무용가 카르멘시타(Carmencita), 
벨리댄스를 추는 이집트출신 무용가 프린세스 알리
(Princess ali) 권투를 코믹하게 연기하는 글렌로이 형제
(Glenroy Brothers), 상상 밖의 몸동작을 보여주는 아
크로바트 연기자 루이스 마티넷티(Luis Martinetti), 외
줄타기 명인 후안 사이세도(Juan Caicedo)등 당대 자신
들의 재능으로 잘 알려진 유명인 들이었다. 찰스 머서는 
이런 에디슨 화의 주제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도시 
대중문화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 한다[9], 또한 화학
자 리 그리브슨(Lee Grieveson)은 에디슨과 딕슨이 재
정적인 어려움을 타게 하고자 버라이어티쇼의 스타들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에디슨 자신이 보드빌의 팬이었다고 
한다[10]. 또한 폴 스페어(Paul Spehr)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많은 공연들이 연예 잡지들로부터 순위 평가를 받
았다고 한다[11]. 이런 점들이 에디슨 화의 주제를 결
정지은 주요 환경이다. 누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설
정을 한 것인지는 명시된 것은 없으나 에디슨사에서 전

27. Fire Rescue Scene 1894 화재 구조 현장

28. Billy Edwards and the Unknown 1895 빌 에드워드와 무명선수

29. Dickson Experimental Sound 
Film 1894 딕슨의 토키 실험

30. Princess Ali 1895 프린세스 알리

31. Annabelle Serpentine Dance 1895 애너벨의 뱀춤

32. The Execution of Mary Queen of 
Scots 1895 메리여왕이 처형(야외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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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사진가이고 키네토그래프와, 키네토스코프의 실 발명
자이며 전용 스튜디오 디자인과 건립 등을 책임진 윌리
엄 딕슨(William K Dickson)이 유일하게 화 제작 자
격을 갖춘 전문가이기 때문에 촬 을 비롯한 제작 연출
등 총괄 감독을 담당하게 됐다[12] 는 것으로 보아 윌리
엄 딕슨에 의해 화의 방향이 주로 결정됐다고 보여 진
다. 그는 평범한 화인 6번 “대장간 풍경”과 7번 “이발
소” 같은 작품에 유머코드를 넣는다든가 8번 “프레드 오
트의 재치기”에서 재치기를 시키기 위해 후추를 살포해 
눈물바다, 웃음바다로 촬 중단, 몇 일후 재촬 했다[13]
는 에피소드로 미루어 화 이전 시대 이미 대중의 취향
을 파악하고 제작에 적용한 최초의 프로듀서이자 디렉터
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상업적 방향 설정은 에디
슨이 발명한 촬 기 키네토그래프(Kinetograph)의 특
성으로부터 결정적인 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키
네토그래프(Kinetograph)는 무게가 무려 1000파운드
(453kg)[14]에 달했고 전기가 필요해 이동촬 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카메라를 상시 거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해결책으로 블랙 마리아로 
불리는 전용 스튜디오를 건립하 다. 에디슨의 키네토스
코프 화는 대부분의 작품이 이 스튜디오에서 촬 되었
고 야외 촬 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점이 에디슨 화
의 차별성을 만든 또 다른 핵심사항으로 생각된다. 뤼미
에르를 비롯한 다른 초기 화의 경우 활동사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재선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으며 9kg 무게의 핸드크랭
크 카메라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e)[15]의 
향으로“있는 것”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촬 하 다. 그러
나 에디슨의 경우 이른바 보여줄 것을 가진 누군가를 찾
아야했고 그들을 스튜디오로 이동시켜 촬 해야했다. 즉 
캐스팅이 시작된 것이다. 캐스팅된 출연자에게는 출연료
를 지급해야했고 시장원리에 따라 출연료에 차등이 생기
고 화가격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또한 출연자의 
계약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도 등장했고 좋은 소재를 찾
기 위해 전문가들이 스카우트되기도 했다[16]. 이외 스
튜디오 내 세트와 소품, 의상 등의 미술적인 것과 조명을 
비롯한 기술적인 준비를 해야 했다. 따라서 에디슨 화
는 태생적으로 뤼미에르보다 더 큰 물적 인적 자원을 갖
춘 산업적 규모로 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이윤추구

에 더욱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에디슨 화의 연예 
오락적 성격은 이 같은 스튜디오 위주의 제작 조건과 당
대의 대중문화 붐 그리고 예술가이기 보다 기업가인 에
디슨과 윌리엄 딕슨의 연출 성향의 결과로 보인다.

2. 영상 미학
20초가 채 안 되는 필름 길이와 조악한 화질의 초기 
화에 상미학이 존재하는가? 검토 결과, 에디슨 화

의 상은 다른 초기 화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충분히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에디슨
화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근접쇼트 위주의 카메
라 운용과 피사체와 배경을 대비시키는 조명 효과로 정
리할 수 있다. 필모그래피 중 두 편의 야외 촬  화를 
제외한 30편이 모두 검은색 배경 앞에서 촬 되었다. 따
라서 배경 앞 피사체가 유독 강조 되어 보인다. 앞 페이
지의 샌도우와 애나벨 위트포드의 사진을 보면 콘트라스
트 효과가 확연하다, 그리고 피사체 중심 근접쇼트가 시
너지를 일으켜 인물이 한층 강조된다. 이와 같은 에디슨
의 화는 화를 탄생시킨 뤼미에르의 10개의 단편 
화[17]들과 많은 대조를 이룬다. 뤼미에르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재들을 단순 촬 했다. 퇴근하는 노
동자들, 정원사모습, 선착장에 도착하는 사람들[사진 
4-6], 덤블링하는 사람들 .광장모습, 수 하는 어린이들 
모습[사진 7-9]등 대부분 넓은 크기의 회화적 구도로 촬

되어 특별한 감정적 고양 없이 객관적인 느낌을 가지
게 한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에디슨 화의 콘트라스트 
효과는 블랙마리아 스튜디오의 벽면이 전부 검정색으로 
처리됨으로써 가능했다. 윌리엄 딕슨을 연구한 폴 스페
어는 이런 대비 효과에 대해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필름 감광도 문제로 인위적인 조명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못 거두어 태양광을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블랙마

상단 사진 3, 4, 5      하단 사진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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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스튜디오 지붕을 개폐할 수 있게 하고 벽을 검은 색
으로 칠해 난반사를 막았다[18]. 이런 설계를 한 사람은 
필름과 다양한 렌즈를 주문 시험한 윌리엄 딕슨이다. 초
기 에디슨 화의 상미학은 딕슨의 기계학, 광학지식
과 사진가의 경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일예로 딕
슨은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합성사진인 마술사진 (trick 
photo)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다[19]. 
아래 [사진 9]는 자기 얼굴을 들고 있는 손이고 [사진 
10]은 혼과 인물을 합성한 것으로 검정색 배경 앞에서 
빛의 광량과 노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 이중노
출 사진이다. 딕슨은 이와 같이 배경과 피사체의 조명을 
조절 할 때 나오는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찰스
머서는 촬 을 한 딕슨이 잘 훈련된 눈을 가지고 있어 보
디빌더 샌도우의 남성스런 모습을 어두운 배경 앞에서 
근접쇼트로 촬 해 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사진 
1][20]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딕슨의 
상미학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명 출연자의 스타
성을 더욱 부각시키거나 일반 출연자들의 모습을 전문연
기자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볼거리를 한층 강조함으로서 
관람자들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두 사진은 대장간 모습을 촬  한 것으로 [사진 11]
이 에디슨의 1893년 화이고 [사진 12]가 뤼미에르의 
시사회 때 보여 진 1895년 작품이다.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두 상 중 좌측 인물들의 모습이 오른쪽 인물들에 비
해 한층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며 캐릭터가 부여되어 관
객의 몰입을 높인다. 비 노동자 복장의 오른쪽 인물에 비
해 배우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뤼미에르의 상은 
단순성 때문에 일부 사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화사학자인 제럴드 마스트(Gerald Mast)는 풍경이나 
가족, 포즈 인물이나 찍는 오늘날의 홈 무비[21]라고 이
야기하는가하면 아서 레닝(Arthur lenning)은 리얼리티
를 제대로 표현 못한 움직이는 스냅숏[22] 이라고 했다. 
반면 에디슨 화들은 천편일률적인 어두운 배경이 단점
일 수 있지만 보다 전문가다운 계획되고 조정된 상을 
만들었다는 점과 상이 주제를 강조한다는 현대 상 
이론의 목적을 나름 구현하 다고 생각된다.

3. 허구 드라마
에디슨 화의 주제가 연예 오락 지향적이었지만 여전

히 형식에서는 사실 화 (actuality film)범주에 속한
다. 그러나 32. 화 “메리여왕의 처형”은 허구 화
(fictional film)이다. 허구 화제작은 캐스팅된 스타의 
볼거리를 촬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창작 행위로 
보다 큰 흥행을 노리는 에디슨사의 정책 전환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방향 전환으로 만들어진 5편의 
화 중에는 잔 다르크, 포카 혼타스, 메리여왕등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데 “메리여왕의 처형”이 현재 시청 가능한 
유일한 필름이다. 이 화의 주인공은 16세기 스코틀랜
드의 여왕이었던 메리스튜어트(Mary Stuart) 다. 그녀
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러모로 라이벌 이 던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1세에 의해 참수된 큰 키에 아
름다운 자태로 소유자로 누구도 본적이 없는 역사속의 
인물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딕슨대신 입된 앨프
레드 클라크(Alfred Clark)는 20초의 짧은 시간 동안 그
녀의 참수장면 전후를 압축 촬 했다. 별 지식 없이 키네
토스코프로 상을 보던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
다. 메리여왕이 꿇어 앉아 효수대에 목을 대자 집행인의 
커다란 도끼가 실제로 그녀를 목을 내리친 것이다. 집행
인은 증거로 그녀의 목을 들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 화
는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지 않고 참수 장면만을 보여주
지만 여러 면에서 후에 등장할 허구 화 중요 점을 실험 
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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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우선 기존의 화들과 다른 극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
는 인물을 다뤘다는 점이다. 실존했던 두 여왕 간에 라이
벌 의식이 빚어낸 비극적 스토리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을 
발췌함으로써 기존 상이 가질 수 없었던 클라이맥스가 
존재한다. 설마 했던 사람들은 여왕을 향해 정말로 내려
쳐지는 도끼를 보고 실제로 기겁할만한 감정적 쇼크 즉 
완벽한 몰입을 이 클라이맥스에서 경험하 다. 이것은 
시학에서 언급한 감정이입장치(empathic link)가 완벽 
작동한 것이며 바로 현대극에서 지향하는 점이다. 단지 
처음과 중간, 끝을 연결할 인과 관계가 생략된 짧은 순간
이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 도저히 눈을 띨 수 없는 히
치콕의 클라이맥스들이나 구스 반 산트의 엘리펀트에서 
보여준 총기난사의 클라이맥스의 압축판이다. 또한 보기 
두려운 호러 필름의 극적장면으로도 보여진다. 순간적이
지만 강력한 감정적 쇼크를 주는 이런 시도는 뤼미에르 
이후 에드윈 포터의 대열차 강도까지 어떤 화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다. 감독인 앨프레드 클라크는 관객이 허
구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했
음을 화장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 우선 [사진 13]처럼 
현대 서양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셰익스피어 스타
일의 무대가 재현 됐다. 메리여왕의 복장과 분장은 비극
적인 여왕의 모습 연상시키에 충분했으며 집행인을 비롯
한 군인들의 복장과 소품 역시 16세기 형장의 모습을 보
여준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공의 캐릭터를 연기되었다. 
실제 180cm가 넘었다던 메리 여왕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극적효과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편집이 사용되었다. 화 학자 찰스머서는 이
에 관해 두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메리 여왕역으로 
키네토스코프사의 남성 직원인 로버트 토매 (Robert 
Thomae)가 캐스팅된 사실과 참수 시 여왕를 인형으로 
대체하고 편집으로 연결시킨 것이다[23].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스토리를 위해 편집이 사용된 것으로 공식적 

용어는 없으나 통상 스톱편집(stop motion edit)등으로 
불린다. 이런 스톱편집은 무성 화전반에 걸쳐 가장 많
이 사용 된 일종의 트릭 편집으로 편집이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키고 조절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개념에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이와 같은 클라크감독의 시도를 통해 제
작 후 편집과 같은 별도의 기술 효과를 주는 포스트 프로
덕션과 복장 소품 분장 장치등 전문스텝의 필요성을 크
게 부각시켰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영웅 캐릭터의 시작
  

사진 14                 사진 15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노예와 다름없는 하녀 생활을 
하다 탈출한 총 잘 쏘는 소녀 애니 오클리 (Annie 
oakley)가 15세 때 거액의 판돈이 걸린 서커스 사격 대
회에서 이름난 남성 총잡이와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기회
가 왔다. 이 대결은 25발까지 가는 연장 끝에 애니의 승
리로 끝났다. 대결한 남자는 프랑크 버틀러로 라이벌 시
합에서 패한 후 갈등 관계로 대립도 했지만 오히려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한다. 그는 애니에게 많은 기회를 제
공하며 멘토 역할을 했다. 이후 애니는 서부개척 보드빌 
쇼에 출연해 위험한 고난도 사격술을 선보이며 미스 애
니 오클리(Miss Annie Oakley) 백발백중 작은 명사수
(Little Sure Shot)등의 찬사가 담긴 별명을 얻으며 승
승장구하다 또 한명의 소녀명사수 릴리언 스미스(Lillian 
Smith)를 만난다. 애니 오클리는 직선적이며 질투심강
한 릴리언 때문에 큰 갈등을 겪다가 결국 유럽 공연에서
야 그녀를 물리치고 최고의 명사수가 되었다. 그 후 프러
시아의 황제 카이저 2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손에 든 담
배의 재를 사격으로 떨어뜨림으로서 전설이 되었다”[24] 
이와 같은 애니 오클리의 이야기는 현대의 화나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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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서도 아주 익숙한 이야기의 원형이다. 신화학자 조
셉 캠벨의 이론에 따르면”아메리칸 히어로”는 미국식으
로 차려입고 생각하며 행동할 뿐 근본은 세계 어느 곳의 
‘ 웅’과도 같으며 인류 공통의 아이콘이다[25]. 이런 
웅의 이야기는 특정 패턴이 있으며 특히 상처받은 웅
은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며 좋아한다. 애니는 10살의 어
린나이에 남의 집에 맡겨져 온갖 고초를 겪다 탈출한 전
형적인 상처받은 웅(Wounded Hero)이었다. 아서왕, 
몬테크리스트 백작, 스타워즈, 델마와 루이스, 반지의 제
왕, 해리포터 역시 상처받은 웅으로 치유하고 부족함
을 메우기 위해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 이런 현대 화 
속 웅의 여정은 실존 애니의 인생역정과 정확히 일치
한다. “ 웅이 모험 여행을 하며 보여주는 모습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만큼이나 쉼 없이 변화했으나 기본 
형식은 그대로인 채 상존하고 있다. 웅의 여행은 인간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원히 용솟음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요지부동한 요소들이 집합체다. 그
것은 여러 문화권에서 지엽적인 것은 다룰 수 있어도 근
본은 동일하다”[26]라는 설명에서 왜 많은 웅의 이야
기가 동일한가? 왜 웅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며 그
때마다 세상 모두는 웅에게 매료되는가?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원형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바로 애
니 오클리의 모험담 같은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인
류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익숙해하는 것이다’라고 부언 
설명을 할 수 있다. 애니 오클리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
한 사람은 에디슨이다. 그는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서 사격 솜씨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애니 오
클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이미 전미지역은 물론 세
계에도 알려진 스타 다. 미국의 신문들은 ‘애니 오클리 
파리를 사로잡다’ 류의 소식을 전했는데 많은 보도들로 
그녀의 이력은 잘 알려져 있었다.이후 에디슨은 카메라 
키네토그래프가 총연(銃燃)을 정확하게 촬 할 수 있는
지 실 사격 촬 을 의뢰해 애니 오클리의 놀라운 사격솜
씨가 화로 제작된 것이다[사진 14][27]. 웅을 알아본 
에디슨의 선견은 칼 융이나 조셉 캠벨의 원형신화 이론
이 정립되기 전이었지만 그의 집단 무의식속에 이미 이

야기의 원형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다. 이런 친숙한 애니 
오클리 이야기는 1894년 에디슨의 화 “서부의 작은 
명사수 애니 오클리”를 시작으로 1935년 화 “애니 오
클리”로 1950년에는 뮤지컬과 뮤지컬 화“애니여 총을 
잡아라” 60년대에는 TV시리즈“애니 오클리”[사진 15]를 
비롯 화 드라마 무대극으로 20여회나 반복해서 제작
되었고[28] 스타워즈[29]를 비롯 세계 각국의 웅 캐릭
터 화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다.

5. 장르의 출현
 

사진 16                 사진 17

에디슨의 작품 목록 중 25.“중국인 세탁소 풍경”[사진 
16] 과 27. “화재 구조 현장”[사진 17] 역시 가까운 미래
에 나타날 화의 장르들을 미리 보여 주고 있다. 전자는 
슬랩스틱 코미디 화이고 후자는 리얼리즘 계열의 재난 

화이다.“중국인 세탁소풍경” 은 이민자인 중국인 세탁
소 주인과 제복 경찰관 사이에 갈등을 쫓고 쫓기는 슬랩
스틱으로 보여준다. 이 코미디는 듀오 코미디언인 로베
타와 도레토 (Robetta and Doretto)의 동명의 보드빌 
무대극을 블랙마리아 스튜디오에서 촬 한 것이다. 이 
촬 에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2개의 회전문 세트를 
세워 중국인 세탁소로 보여준다. 최하층 이민자로 천시 
받아왔을 세탁소 주인은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지고 문안
으로 도망가면 경찰은 따라 들어간다. 중국인은 360도 
회전하는 문으로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문을 바꾸
어 경찰관을 골탕 먹인다. 이태리계 백인 연기자들인 로
베타와 도레토는 과장된 분장과 연기로 정형화시킨 중국
인의 모습[30]과 강직했을 아일랜드계 경찰관 모습을 인
종적 유머(ethnic humor)로 보여준다. 이 상은 필름 
한 롤의 길이 때문에 보드빌 原典의 한부분만을 촬 한 
것이다. 16세기 직업 코미디언이 슬랩스틱 연기를 하는 
연극 형태[31]가 이태리에서 생겨나 국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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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전파되어 18세기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리석
은 상황과 과격한 행동, 폭넓은 유머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신체 코미디극(physical comedy)인 슬랩스틱은 에디슨

화들이 제작되던 시기에 제2의 전성기를 보드빌 무대
에서 맞고 있었다. 이때 제작된 “중국인 세탁소”풍경은 

상으로 처음 선보인 코미디물이며 다음해 발표되어 코
미디극의 시작이라고 평가받는 뤼미에르의 정원사(Le 
Jardinier)[32] 와는 다른, 슬랩스틱 특유의 아크로바트
[사진 16][33] 연기를 볼 수 있는 신체 코미디의 특징이 
도드라진다. 초기 무성 화시대 희극 화는 뤼미에르의 
”정원사“를 기점으로 조르주 멜리아스流의 기술적 효과
를 이용한 트릭 코미디를 거쳐 코미디의 왕으로 일컬어
지는 맥 세네트(Mack Sennett)의 키스톤 제작사가 주
로 제작한 장르화 된 슬랩스틱과 패러디 코미디로 발전
한다. 또한 같은 시기인 1912년부터 존 버니 (John 
Bunny) 와 시드니 드류 (Sidney Drew)같은 유명 배우
가 출연 해 부산한 액션연기보다 특권적 캐릭터 연기로 
끌어가는 사회 및 상황 코미디도 나타난다[34]. 이런 희
극의 발전 경로를 볼 때 ”정원사“가 인과관계가 있는 드
라마적 구조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기까지의 긴장 그리
고 도덕적 결말[35]을 가진 劇구조에 충실한 코미디의 
시작점이라면 ”중국인 세탁소 풍경“은 劇구조보다 부산
하면서도 신체연기에 방점을 두는 슬랩스틱 코미디의 시
작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 구조 현장”은 화재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사
다리 위 소방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난 화로 역시 장
르물의 첫 모습을 보여준다. 소방관은 초기 화의 발전 
과정에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국감독 제임스 윌리엄
슨 (James Williamson)이 연출한 “불” (Fire 1901) 나 
에드윈 포터(Edwin S. Porter)가 연출한”미국인 소방수
의 생활“(Life of an American Fireman. 1903)의 예
를 들 수 있는데 특히 포터의 작품은 내러티브의 획기적
인 진전을 보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중 하나가 클로
즈 쇼트로 보여주는 소방알람의 상징성이다. 초창기의 
많은 무성 화들이 타블로(tableau)로 불리는 회화적 
고정 풀 쇼트로 촬 되었는데 특정 피사체를 강조하는 
클로즈 쇼트는 일반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 구
조 현장“은 이점에서 흥미롭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
지르는 사다리위의 소방관에게 시선이 집중될 만큼의 근

접 쇼트로 촬 되었다. 이점은 에디슨 화가 스타성을 
강조하기 위해 클로즈쇼트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윌리
엄 딕슨 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다. 스튜디오 세트에서 
촬 된 이 화의 특히 놀라운 점은 화재현장의 긴장감
을 살려주는 연기(煙氣)이다[사진 17]. 화면의 전체를 뒤 
덮으며 계속 올라오는 연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네 명
의 소방관들, 구조되는 어린이의 모습 등 타이밍 적절한 
특수효과와 현실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것은 구조현
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단편이지만 대단히 드라마적
이며 선구적으로 연출되었다. 에드윈 포터의 ”미국인 소
방수의 생활“의 구조 장면도 이와 같은 리얼리티를 보여
주지는 못했다. 완벽한 재현은 제작예산과 직결되며 소
품, 의상, 특수효과, 세트스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때 
비로써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윌리엄 딕
슨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
는 스텝진과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극 화
와 다름없는 수준의 리얼리티를 살린 재난 화의 한장면
을 125년 전 초기 화에서 볼 수 있었다.

Ⅳ. 산업적 고찰

에디슨 필모그래피의 특징인 연예 오락적 주제에 당시 
주류층인 백인 남성들과 키네토스코프의 시청특성인 은

한 엿보기(peeping)행태에 맞추어 성적인 주제나 거
친 소재들이 추가되었다[36]. 이점은 에디슨사의 흥행 
전략이 스타 캐스팅을 통한 볼거리 제공에 더해 적극적
인 타겟 마케팅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11번 “카르
멘시타” (Carmen cita)[사진 18]의 경우 스페인 무용수
의 노출된 속옷과 발목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외설시
비가 일어났고 키네토스코프가 설치된 곳 마다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에디슨사는 카르멘시타가 이미 상설극
장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무용가 음에도 화에 출연하
는 첫 여성으로 그녀를 선택했다[37]. 뿐만 아니라 성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벨리댄서인 프린세스 알리 
(Princess Ali)같은 여성무용가의 화를 다수 제작했고 
1896년에는 중년남녀의 입맞춤을 화 “키스”(Kiss)[사
진 19]로 제작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켰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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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뿐만 아니라 글러브 없이 맨주먹으로 가격하는 원시성
으로 불법판정을 받은 초기 형태의 복싱, 프라이즈 파이
팅(prize fighting)[사진 20] 경기를 제작해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39]. 에디슨사의 이런 일련의 시도는 
화를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산업적 시각에서 나온 
것임은 자명하다. 다음 표2는 에디슨 제작소의 손익계산
서이다[40]. 이 손익 표를 통해 에디슨사의 화수익을 
검토해 보면 상업적 주제를 선택한 전략이 어느 정도 작
용됐는지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키네토스
코프가 보급되기 시작한 1893년 11월부터 첫 15개월간 
키네토스코프 수익은 필름수익의 6배에 달한다. 그러나 
다음 12개월간은 필름수익이 키네토스코프의 수익의 
7.7배를 기록하며 역전되었다. 이는 키네토스코프 매출
이 전년대비 20%선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필름 매출
은 71.7%로 완만한 감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키
네토스코프의 급격한 매출감소에도 필름매출이 상대적
으로 선전한 것은 키네토스코프의 보급이 어느 정도 포
화단계에 들어선 반면 새로운 필름에 대한 수요는 상대
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 기간 동안 필름 
매출액과 키네토스코프 매출액으로 단순 추정해본 키네
토스코프 한 대 당 필름 판매 비율이 70% 증가했다. 이
는 기존 기기 한 대 당 화를 찾는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물론 활동사진을 처음 구경하는 새로운 수요라
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수요의 대부분이 주류 남성임을 감
안하면 논란꺼리가 되어 더 유명해진 문제의 화를 찾
는 사람들 역시 상당수 을 것이다. 찰스 머서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이 즐기는 이런 금지된 오락거리에 호기심
을 느끼는 여성들도 꽤 있었다[41]는 사실로 미루어 위 
추정이 무의미 하지 않을 것이다. 에디슨사의 이런 상업
적 전략은 절대적 한계를 가진 키네토스코프의 특성과 
모조품의 등장으로 급격한 총매출 감소를 가져옴에 따라 
일부분을 수정하게 되었다. 홍종규 논문에 따르면 매출 
감소를 타게 하고자 기존의 화 주제에서 새로운 주제
인 역사적 인물이야기로 전환하기로 하고 앨프레드 클라
크 감독을 입하 다[42]라고 서술하 다. 앞의 Ⅲ 미
학적 특징에서 검토한 ‘메리여왕의 처형‘ 이 바로 이런 
방향 전환으로 제작된 화이다. 또한 고든 핸드릭스는 
좋은 주제를 찾고자 이 방면에 재능 있는 테이트
(B.M.Tate)를 스카우트했다[43]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런 시도는 현대 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실적 부진
에 대한 대처법과 같다. 이 같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지한 
에디슨사 지만 주제 선정을 독점하지 않고 외부에도 개
방했다. 일예로 프리즈 파이팅 경기를 처음 제안 한사람
은 오트웨이 레이덤(Otway Latham) 으로 제약 비즈니
스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몇 차례 경기를 주선한 후 
헤비급 세계 참피온 코르벳과 도전자 코트니의 경기를 
성사시켜 전미지역의 화제 속에 화 16“카메라 앞의 코
르벳과 코트니”[사진 20]로 제작되었다. 주목 할 것은 이 

화가 일종의 외주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레이덤
이 투자하고 에디슨사가 제작한 형태로 판권은 레이덤이 
지분을 소유한 키네토스코프 상 회사가 소유하 다
[44]. 이와 같은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에디슨사의 화
제작은 이미 상당부분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산업 배경에
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뤼미에르는 1895년 시사회이후 카메라 시네마토그래
프판매와 신매체인 화로 얻은 수입을 재투자하여 남극
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촬  팀을 파견 2년간 무려 750

1893.11- 1895.3.1 1895.3.1.-1896.2.28

필름매출 25,882 18,616

필름매출과 재고 30,132 23,820

필름원가 17,809 19,519

필름수익 12,324 4,302

키네토스코프 매출 145,549 30,110

키네토스코프 매출및 재고 155,585 30,401

키네토스코프 원가 82,130 29,845

키네토스코프 수익 73,455 556

총매출 268,080 138,343

총원가 215,122 145,317

총이익 89,090 24,650

표 2. 에디슨 제작사 손익계산서 189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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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편의 세계풍물 화를 제작하 다. 일절의 트릭이 없
는 순수사실 화를 기치로 내세워 성공을 거두었고 그로
부터 뤼미에르는 사실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 화의 시
작으로 여겨져 왔다[45]. 반면 앞에서 살펴본 에디슨 
화는 뤼미에르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화를 
제작했다. 앞의 연구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오락지향적인 
주제 선정, 스타캐스팅, 주제를 강조하는 상미학, 흥행
을 위한 허구이야기, 웅캐릭터의 발견, 장르의 도입, 
특정 층을 겨냥한 마케팅, 산업화된 제작시스템이 될 것
이다. 이들 키워드는 흥행을 추구하는 현대 화에도 정
확하게 수렴하는 말들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촬
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배급과 제작을 분리하는 현대 제작시스템의 초기 형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화 이전 시대 에디슨 화는 키네
토스코프에 내장되었던 20초 길이의 내장용 화 지만 
뤼미에르와 대비되는 대중 화의 출발점으로 사적(史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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