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는 말

질 들뢰즈는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 Un 
Chien Andalou>(1929)의 감독 루이스 브뉴엘(Luis 
Buñuel, 1900-1983)의 영화들에서 자연주의적 속성
들을 발견한다. 그의 전 영화에 걸쳐서, 꿈, 환상, 비선
형적 내러티브의 구축, 반복적 이미지의 사용, 페티쉬 
등은 초현실주의의 흔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들뢰즈는 
이와 더불어서, 충동, 징후, 먹이 사슬에서 포식자/피식

자 관계, 기생 관계, 공생관계 등을 통해서 브뉴엘 영화
의 자연주의적 특질들을 강조하였다. 

자연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우주를 설명하는 데
에 초자연적인 것, 즉 신이나 설계자의 존재를 부정하
고,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은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설명
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인간의 모든 행동도 동물행동학
이나 곤충학의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 사실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동물적 충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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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동 이미지와 감화 이미지 사이에 충동 이미지가 있다. 행동 이미지의 미학이 리얼리즘이라면 감화 이미지
는 관념주의이고, 충동 이미지는 자연주의이다. 감화 이미지는 무규정 공간 속 인간들의 정서들 쌍에서 발생하
고, 행동 이미지는 밀리우에서의 인간들의 행동 양식들 쌍에서 발전된다면, 충동 이미지는 원초적 세계 인간들
의 기초적인 충동들에서 나온다. 충동 이미지가 행동 이미지와 감화 이미지의 속성을 모두 지녀서, 자연주의는 
원초적 세계/ 파생된 밀리우, 충동/ 행동양식의 4개의 좌표에 걸쳐져 있다. 들뢰즈는 영화에서 자연주의 감독
으로 에리히 본 슈트로하임, 루이스 브뉴엘, 조셉 로지를 들고 있다. 브뉴엘 영화는 초현실주의, 에로티시즘, 
관음증, 페티쉬, 곤충과 동물 이미지 사용, 카톨릭에 대한 무신론적 태도, 이미지의 반복과 반복적 내러티브, 
비선형 내러티브의 구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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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tween the Action-image and the Affection-image, there is the Impulse-image. IF the aesthetics 
of the action-image and Affection-image are realism and idealism, the aesthetics of the impulse –
image is naturalism. since the impulse-image has traits of action-image and affection-image, 
naturalism refers to four co-ordinates: originary world/derived milieu, impulses/modes of behavior. In 
Deleuze’s view, the great directors we call naturalists are Stroheim, Bunuel, and Joseph Lo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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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영화적 입장에서, 들뢰즈가 브뉴엘과 자
연주의를 다룬, <영화: 운동 이미지>의 8장 충동 이미
지를 중심으로 책에서 불명확하게 기술한 부분이거나 
오역 등을 바로잡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브뉴엘 
영화의 장면을 부연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
종의 자세히 읽기이며 문헌 고증을 영화와 활자 텍스트 
모두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Ⅱ. 루이스 브뉴엘과 자연주의

1. 브뉴엘 영화의 배경
루이스 브뉴엘은 초현실주의 영화 <황금시대 L'Âge 

d' Or>(1930)와 다큐멘터리 <빵 없는 대지 Las 
Hurdes>(1933) 을 만든 후, 47세가 되던 해에 멕시코
에서 상업 뮤지컬 영화 <그랑 카지노 Gran 
Casino)(1947) 을 만든다. 그 사이에 그의 신분과 환경
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의 아
들로 프랑스 유학을 하며 초현실주의 그룹과 어울리면
서, 연극과 영화 관련 일을 하던 신분에서 미국과 멕시
코에서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국외자의 신분을 경험한
다. <안달루시아의 개>를 어머니의 돈으로 만들었고, 
<황금시대>는 카톨릭 청년운동, 애국 연합, 반유태인 
연합 등 우파의 공격을 받고, 상영금지 처분을 받아서 
1980년까지 50여 년간 금지가 된다. 브뉴엘은 스페인 
아라곤 지방 중세적인 카톨릭 환경이 지배하는 칼란다 
마을에서 태어났다. 계급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영주나 
거대지주와 소작인이 마을의 구성원이며 카톨릭은 그
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는 스페인
의 영토였던 쿠바에서 군 복무를 하고 사업을 벌여서 
큰 돈을 번 뒤에 칼린다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마흔세 
살의 나이에 열여덟 살의 브뉴엘의 어머니와 결혼한다. 
브뉴엘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이 많은 부유한 남
자와 성인과 미성년 사이의 여자관계라는 구도를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브뉴엘 출생 후, 사라고사에 새로이 
집을 마련한 부유한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
었으며 식사, 신문 읽기, 시가, 포도주, 철갑 상어알을 
즐겼다. 브뉴엘은 부모님을 따라 오페라와 연극을 즐겼
고, 총을 좋아했다. 영화는 1908년에 처음 접했다. 브

뉴엘은 예수회 수도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7년간 다
니다가 15세에 퇴학을 당한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과외 선생을 통해서 마르크스, 장 자크 루소 등을 접하
게 된다. 1917년 대학을 가면서 마드리드로 이주하는
데 거기에서 살바도르 달리를 만나면서 초현실주의를 
접하게 되며, 버스터 키튼과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좋
아하게 된다. 생물학을 좋아하고, 자연사 박물관의 곤충
학자에게서 1년간 곤충에 대해서 배웠다. 1921년부터 
14개월간 군 복무를 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1923년에 
사망한다. 1925년에 파리로 와서, 연극과 영화를 즐기
기도 하고, 평론을 쓰기도 하며 스태프를 하기도 하면
서 초현실주의 그룹 활동을 시작한다. 입헌군주제의 스
페인은 1923년 리베라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된다. 이 쿠데타는 우익, 군부, 부르주아, 
지주, 카톨릭 교회의 지지를 받는다. 리베라 장군은 군
대, 교회, 군주 등 스페인의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자 하였으나 세계 경제공황에 따른 위기로 1930년 물
러나게 된다. 1931년의 선거에서 공화정을 지지하는 
공화파와 군주제를 지지하는 군주파가 대립을 하게 된
다. 여기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이 토지개혁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 등을 주장하였고, 군대, 교회, 부자
들은 이러한 개혁에 저항하게 된다. 1936년부터 39년
까지 발생한 스페인 내전은 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의 대립이며, 카톨릭 교회와 부르주아들도 이러한 정치
적 이념으로도 나뉘었다. 파시스트인 프랑코 장군은 
1939년부터 1975년까지 스페인을 독재로 지배하게 된
다. 1932년에 촬영된 <빵 없는 대지>도 스페인의 정치
적 상황 때문에 상영금지가 되고, 파리와 미국에서 스
페인어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던 브뉴엘은 스페인 내전
이 발발한 뒤에 스페인 공화정 정부의 영화 관련 일로 
미국에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1]. 1946년부터 멕시
코에서 상업영화 <그랑 카지노>를 시작으로 <사막의 사
이몬 Simon of desert>(1965)까지 21편의 영화를 만
든다. 그의 연출작 35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분량이
다. 이 멕시코 시기의 영화들이 브뉴엘의 자연주의적 
속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이다. 

브뉴엘 자신의 개인사적 경험, 그리고 그의 조국 스
페인의 정치, 사회적 경험, 그리고 국외자로서 특히 멕
시코에서 인류학자와 같은 관찰자로서의 경험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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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뉴엘은 자신의 영
화에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균질적
인 요소들을 영화 속에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을 일관되
게 추구하고 있어서 다양한 영화 읽기가 가능하고 열린 
해석이 가능하다. 브뉴엘의 작품의 특징을 초현실주의, 
폭력과 범죄, 죽음과 성, 종교와 부르주아에 대한 공격
으로 보기도 한다[2]. 브뉴엘은 사드(Marquis de 
Sade)를 빈번히 언급하고, 꿈, 환상, 종교, 페티시즘을 
에로티시즘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준다
[3]. 앙드레 바쟁은 브뉴엘 영화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잔혹성에 주목하며, 이들이 선악의 판단으로 재단되지 
않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4]. 브뉴엘 영화에서 사람들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거나, 버스나 배, 전차를 
타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드는 것은 일종의 카니
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영화는 모더니즘적 그로
테스크 양식을 지니고 있다[5]. 브뉴엘 영화의 등장인물
들은 강박 신경증, 몽유병, 절시증(관음증), 절편 음란증
(페티시). 우울증 등을 지니고 있으며 시체 애호증을 암
시하기도 한다[6]. 

브뉴엘 영화의 그로테스크한 측면과 초현실주의 영
향이 스페인의 고유한 문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928)와 문학가 라몬 델 바예잉클란(Ramón 
María del Valle-Inclán, 1866-1936)으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미학인 에스페르펜토 (Esperpento, 괴기 문
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시각이다[7]. 브뉴엘은 <자유
의 환영 The Phantom of Liberty>(1974)의 시작 부
분에서 고야의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1814)라는 
그림을 인용하고 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의 시
민을 처형하는 장면이다.

2. 충동 이미지와 자연주의
질 들뢰즈는 행동 이미지(action-image)와 감화 이

미지 (affection-image) 사이에 충동 이미지 
(impulse-image)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충동 이미지
는 더 이상 감화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 행
동 이미지는 아닌, 퇴화하거나 타락한 감화 이미지이거
나 배아세포처럼 초기 단계의 액션 이미지이다. 행동 
이미지의 리얼리즘과 감화 이미지의 이상주의

(idealism)는 서로 대척된다. 충동 이미지는 영화적 자
연주의(naturalism)를 묘사한다[8].

인간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지각-이미지) 이를 척
추를 통해서 뇌에 전달하고 뇌에서 주어지는 명령(감화
-이미지)에 따라서 반응한다(행동-이미지). 그러나 무
조건 반사처럼 자극에 대해서 뇌의 해석과 명령이 필요
하지 않은 척추동물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반응이 있다. 
이는 보통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무조건 반사는 
배뇨, 배변, 피부 자극에 대한 반응, 무릎 반사 등 척수
에서 이뤄지거나, 하품, 기침, 침 분비, 구토 등 연수에
서 이뤄지는 반사, 그리고 중뇌에서 이뤄지는,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동공반사로 구분할 수 있다. 무조건 
반사는 반사작용이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 연수, 중
뇌에서 일어난다. 일종의 동물적 충동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A.H Maslow)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욕구로, 욕구의 5단계를 주장하였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고, 2단계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
어나서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획득하여 
자기보존을 꾀하는 안전의 욕구이다.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 애정, 우정, 소속감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
이며,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로 자아존중감과 지위, 
명예, 권력, 관심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이다.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9]. 동물적 충동은 크게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3단계 이후의 욕구도 충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감화 이미지는 무규정 공간/ 정서들 쌍에서 발생하
고, 행동 이미지는 이미 결정된 사회적 환경 즉 밀리우
(Milieux)/ 그에 따른 행동 양식들 쌍에서 발전된다면, 
충동 이미지는 원초적 세계들(Originary Worlds)/기
초적인 충동들(Elementary Impulses)에서 나온다. 원
초적 세계는 사막이거나, 자연인이 거주하는 오지이거
나 혹은 블루 스크린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들이 동물과 같다. 잘 차려입은 신사가 독수리같
이 남을 공격하는 맹금류일 수 있고, 연인이 양과 같은 
희생양일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이 다른 동물이 먹다 
버린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서로 물고 뜯고 찢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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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들의 행동은 동물과 인간의 분화 이전의 행
위들이다. 

원초적 세계는 세상 만물이 물, 불, 공기, 흙 등 근원 
물질인 4 원소의 사랑과 다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Empedocles)처럼, 
파편들, 윤곽들, 형태 없는 몸짓으로 이뤄진 세계이다. 
원초적 세계는 또한 모든 것을 합치는 집합(set)이기도 
하다. 모든 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나 늪으
로 모아들게 하거나, 모든 충동을 하나의 거대한, 타나
토스(Thanatos), 즉 죽음의 충동으로 수렴하게 한다. 
원초적 세계는 칸트가 말한 악의 급진성(Radical Evil),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악이 인간을 부패하게 하는 악의 급진성이 지배
하는 폭력적인 세계이다. 원초적 세계는 근원적 시간 
이미지를 부상시키는, 급진적인 시작과 완벽한 종말, 급
경사지(Steepest slope)로 이뤄져서 한번 아래로 떨어
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시간의 잔혹성을 보여주
는 그런 세계이다. 여기에서 크로노스는 중의적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us)를 
죽이고, 자신의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여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던 크로노스의 잔혹성(Cruelty of 
Chronos)을 보여주는 세계이다[10]. 

들뢰즈는 자연주의가 리얼리즘에 반하는 것이 아니
라 리얼리즘을 특이한 초현실주의로까지 확장해 리얼
리즘의 특질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들뢰
즈는 루이스 브뉴엘이 영화의 자연주의자라고 보았다. 
원초적 세계로부터 시간성(temporality)을 운명으로 
부여받은 파생된 밀리우( derived milieu)는 운동이나 
행동 양식들, 사람들, 사물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파생
된 밀리우와 함께 있는 원초적 세계는 충동들과 파편들
로 채워진다.

자연주의 이미지 혹은 충동 이미지는 두 개의 기호
(Signs)를 갖는다. 하나는 징후(symptoms)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idols)이거나 페티쉬이다. 징후가 파
생된 세계에서의 충동의 현존이라면 우상숭배와 페티
쉬는 파편들이 표상화된 것이다. 자연주의는 동시에 4
개의 좌표에 걸쳐져 있다. 그것은 원초적 세계/ 파생된 
밀리우, 충동들/ 행동양식들이다.

3. 루이스 브뉴엘의 원초적 세계/파생된 밀리우
들뢰즈는 영화역사에서 위대한 자연주의자로 에리히 

본 슈트로하임(Erich von Stroheim, 1885-1957)과 
루이스 브뉴엘을 들고 있다. 브뉴엘이 창조한 영화 속 
원초적 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초적 세계
는 국지화되기는 하였지만, 영화 대부분이 일어나는 과
잉의 로케이션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회적인 밀리우
를 드러낸다. <정원의 죽음 (애련의 장미) Death in 
the Garden>(1956)에서는 정부군의 학살에서 도망친 
5명의 다이아몬드 광산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만들어진 
정글을 헤맨다. 이 정글이 원초적 세계이다. 이 정글을 
탈출하는 사람은 청각 장애인 10대 여성 마리아와 짐
승 같은 남자 샤크이다.

<절멸의 천사 The Exterminating Angel>(1962)에
서의 원초적 세계는 신의 섭리(Providence) 거리에 있
는 저택의 저녁 식사 파티에 참석한 상류사회 인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3일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
슬렁거리는 응접실이다. 처음에는 교양있게 서로를 대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교양있는 가면은 벗겨지고 서로
를 비난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인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막의 사이몬 >에서는 사이몬이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기둥들이 세워진 사막이 원초적 세계이며 <황금
시대>에서는 남녀가 데이트하는 자갈이 깔린 조각 정원
이다. 

브뉴엘은 밀리우를 단순하게 가난-부유함, 선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이원적 도식으로 묘사하지 않는
다. 브뉴엘이 사회적 밀리우의 특징들을 원초적 세계와 
연결 짓는 방식이 특이하다. 원초적 세계는 밀리우를 
함께 수반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닫힌 폐쇄된 세계로 이
끌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희망만을 열어두기도 한다. 원
초적 세계는 세계의 시작, 세계의 끝, 그리고 하나의 세
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급경사이다. 
<잊혀진 사람들 the Young and the Damned, Los 
Olvidados>(1950)에서의 인물들은 모두가 희생자이면
서 동시에 가해자이다[11]. 멕시코 시티의 소년원 탈주
범 하이보에 의해서 페드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
체는 공범으로 몰리거나 경찰의 수사를 두려워한 메체
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당나귀에 실려서 쓰레기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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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버려진다 (영화의 80분대). 그 당나귀 옆으로 페드로
를 찾는 어머니가 지나간다. 이 영화는 사회적 조건, 애
정 결핍, 가난이 어떻게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지
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12]. 행동의 자유가 없는 위도 영도(Zero Latitude)는 
<절멸의 천사>에서의 원초적 장소이다. 이 장소는 파티
에 참석한 부르주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적인 응
접실이고,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 응접실이 갑자기 열려
서 그 집을 빠져나온 부르주아들이 다시 모이는 성당도 
해당한다. 성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알 수 없는 이유
로 성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밖에서는 혁명이 진
행 중이다(92분대).

4. 자연주의의 시간
자연주의에서 시간은 영화적인 이미지에 아주 두드

러지게 드러난다. 브뉴엘의 영화에서 시간은 생물학에
서의 종, 속, 과, 강, 문, 계 등 생물의 분화를 보여주는 
계통분류, 즉 청동기, 중세처럼 인간의 시대 구분으로 
제시된다. 때로는 명확하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제
시되기도 하지만, 순서를 무시하고 모든 시대의 요소들
을 빌려와서 표현하기도 한다. <황금시대>에서는 전갈
에 대한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프롤로그가 제시되는데 
이는 일종의 소외효과(Alienation effect)를 만들어낸
다. 그다음 ‘몇 시간 후’라는 자막과 함께 현재 즉 1930
년대 어느 돌산에 있는 오두막 속에 있는 혁명가인지, 
산적들인지 혹은 장애인들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
여있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정치인, 귀부인, 대사, 군인, 
수녀와 신부가 배를 타고 와서 신도시 착공식을 거행한
다. 자막은 1930년대 스페인령 마요르카섬의 고대 도
시 폐허 위에 로마제국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기원전 
600년대에 건설된 로마를 2,500여 년을 지난 1930년
대 현재의 도시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58분대에서는 18
세기 마르끼스 드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0일>에 영감
을 받은 장면이 나온다. 브뉴엘은 1930년대 이후에 사
회가 진보했다는 그릇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회는 인간의 본성과 원죄, 기독교적 도덕 뒤에 
숨은 범죄적인 위선을 드러내고 사랑이 과연 기존의 질
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시험한다[13]. 

<은하수 The Milky Way> (1969)에서는 현재의 일

드프랑스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까지의 
순례길 은하수를 걷는 2명의 주인공의 여정에 피카레
스크식 구성으로 모든 시대의 요소들을 순서에 상관없
이 가져온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연상케 
하는 2명의 주인공의 이름은 각각 ‘피에르’와 ‘장’이다
[14]. 이들이 투르, 보르도, 스페인 국경, 산 세바스티안 
항만, 산티아고에 이르는 동안 대략 2천여 년의 시간을 
다룬다. 이들은 파리 퐁텐블로를 지나면서 창녀와 결혼
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악마를 만난다(4분대). 이는 기원
전 8세기 선지자 호세아(hosea)에게 신이 창녀와 결혼
하라고 했던 사례이다. 성모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서 
면도하지 말라고 말한다 (7분대). 이들은 천주교 미사의 
성찬(Eucharist)과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하는지에 대한 12~13세기의 실체 
변화(Transsubstantion)에 대해 논하는 경찰과 신부
를 만나는데(13분대), 이 신부는 정신병자로 밝혀진다. 
이들이 밤에 머무는 오두막 근처에서는 4세기경 로마
제국 아래의 기독교 분파인 프리스킬리안 (Priscillian) 
파가 기도를 드리고 서로 성적인 유희를 즐긴다(19분
대). 프리스킬리안은 이단으로 처형된 최초의 기독교인
이다. 투르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지배인과 종업원 
사이에서 무신론자(27분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35분대),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
의가 이뤄진다. 이는 서기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Nicaea) 공의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보고, 아
버지와 아들을 이질로 보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처
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호텔 지배인 시퀸스 중간에 
18세기 무신론자로 사드 후작이 등장하여 테레사에게 
신이 없음을 설파하고(28분대), 예수가 살던 시기와 장
소로 돌아가서 예수가 갈릴리의 가나에서 혼인 잔치 중
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35분대). 카톨릭 기숙학교의 
발표회에서 소녀들은 카톨릭의 이단자들에 대해서 발
표하며 이들을 저주하고(41분대), 장은 혁명군이 교황
을 사형에 처하는 환상을 본다(42분대). 소녀는 인간이 
왜 초식동물이 아닌지에 대해서 567년의 브라가 공의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다시 시대와 공간을 과거로 돌
아가 연옥을 부정하는 자에 대한 종교재판이 행해진다
(43분대). 순례자들은 인간의 원죄에 의한 타락과 영혼
의 구제에 있어서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얀센주의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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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마주치게 되고, 신의 은총과 예정설을 두고 결투
를 가지는 예수회와 얀센주의자를 지켜본다(58분대). 
순례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를 부정하는 기록이 사후에 발견된 신부의 관이 파헤쳐
져서 불태워지는 것도 목격한다 (62분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중세의 남자 2명은 사냥꾼의 옷으로 갈아입
고 총을 가짐으로써 현재로 돌아오게 되고, 이들은 묵
주를 총으로 쏴버리나(69분대), 나중에 성모가 나타나
서 이들에게 다시 묵주를 준다.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
라에 다다른 순례자는 창녀와 마주치게 되고, 예수가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영화는 끝난다[15]. 

영화는 때로는 현재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거나, 과거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
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건을 보여준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은 서로 혼재하게 된다. 비선형 이야기 전개를 취
하지만, 브뉴엘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이고 이 
부분이 과거인지, 아니면 현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
의미해지고, 순례길의 여정에 따른 구체적 연대가 사라
진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부각된다. 

자연주의적 시간의 지속(Duration)은 그 자신을 형
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을 해체하고 가속화시킨
다. 그래서 시간의 지속은 엔트로피, 시간에 의한 열화
(Degradation. 열화, 퇴락, 붕괴)와 분리될 수 없다. 미
하일 바흐친은 카니발리즘의 예술적 표현양식으로 그
로테스크를 들었는데,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주도적 
특징은 격하(Degradation)시키는 것 즉 고상하고 정
신적,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물질, 육체적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들었다. 즉 중세의 기사도 이데올로기
를 지닌 돈키호테는 산초의 물질주의로 격하된다. 격하
는 ‘탈관(脫冠 Destronamiento), ’저속화(低俗化), ‘육
화(肉化)라고도 표현된다[5]. 브뉴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퇴락은 인간의 종으로까지 확대된다. 브뉴엘의 퇴락은 
가속화된 엔트로피에 따른 퇴락이 아니라, 매번 더 침
강되는 반복(Precipitating Repetation), 영원한 회귀
(Eternal Return)로 이해된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인
간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가야 한다
는 중압감에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고 이것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느낄 때 염세주의가 된다고 보았다. 이런 
영원회귀를 긍정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자기 자신의 영

원성을 획득하는 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영원
성과 시간성 사이의 선택 기로에서 불안과 절망이 발생
하며 신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16]. 브뉴엘 
영화에서는 매번 반복됨에 따라서 더더욱 추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브뉴엘 영화에서 선과 악, 사랑과 증
오, 성인과 악인은 계속 교대되며, 항상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달라진다. <나자린 
Nazarin> (1959)의 주인공 나사리오 신부는 카톨릭적 
규범 속에 살아가고자 한다. 창녀를 두둔하다가 쫓겨나
서는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나자린은 선
의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과는 안 좋게 나온다. 그의 선
행, 사랑, 봉사는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실패하
게 된다. 이 영화는 무신론자가 본다면 카톨릭에 대한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카톨릭 신자가 본다면 신
앙심이 깊은 영화로도 볼 수 있다. 들뢰즈는 이 영화에
서 나자린이 성도착자나 타락한 자만큼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17]. 영화의 끝부분에서 창녀 안다라
를 도운 혐의로 사복경찰과 함께 연행되고 있을 때, 길
가의 노점상은 나자린에게 돈을 받지 않고 파인애플을 
건넨다. 나자린이 신부가 아닌 죄수로서 연민의 선물을 
내민 것이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이것을 받아든 나자
린은 큰 깨달음을 얻는 듯 걸어가고 오디오는 칼란다의 
북소리가 들려온다[18].

시간 이미지에 다가갔다는 것은 자연주의 영화의 위
대한 업적이지만 또한 한계이기도 하다. 시간 이미지의 
완벽한 형태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자연주의적 좌표
들에 대한 시간의 종속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과 충동
에 시간을 종속시켜야 했던 자연주의의 숙명이기도 하
다. 자연주의는 시간의 부정적 효과들, 오랜 시간에 걸
쳐서 바위나 돌이 햇빛, 공기, 물 등에 의해서 제자리에
서 점차 부서지는 풍화작용처럼, 마모(Attrition), 분해
(Degradation), 낭비(Wastage), 파괴(destruction), 
상실, 또는 망각 (Oblivion)만을 포착할 뿐이다. 영화
가 시간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려면, 원초적 
세계와 그 세계의 충동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에서 단
절되어야 한다.

5. 페티쉬
자연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동 이미지인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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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는 운명과 충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시간을 포함
한다. 충동들의 본성은, 간단하게는 배고픔의 충동, 영
양 섭취의 충동, 성적인 충동, 또는 황금에 대한 충동으
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충동들은 이미 그 충동들
이 만들어내는 도착적인 행동양식과 분리될 수 없다. 
도착적인 행동양식들은 식인적 행태, 새도-마조히즘적 
행태, 시체 성애적 행태 등이다. 브뉴엘은 정신적 충동
과 도착들로 확장해 나갔다. 

마르코 페라리 (Marco Ferreri)의 <원숭이의 꿈, 
Bye bye Monkey, Rêve de singe (원제는 안녕하세
요. 남성 Ciao Maschio)>(1978)에서 주인공 남성은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바닷가에서 죽은 킹콩의 시체 
옆에서 어린 원숭이를 발견하고서는 젖을 주고 키우려
는 모성적 충동을 느낀다. <분쇄 Break Up, The man 
with the Balloons (원제는 L'uomo dei cinque 
palloni)>(1965)에서 초콜릿 공장 사장은 풍선에 강박
관념을 가져서 풍선이 어느 정도까지 팽창할 수 있을지
를 궁금해하며 풍선을 불고 싶어 하는 강한 충동에 사
로잡혀 있다[19]. 

충동의 대상은 부분적 대상 또는 페티쉬이다. 
브뉴엘 영화에서 영화의 다리에 대한 페티쉬는 빈번

하게 나온다. 브뉴엘의 <어느 하녀의 일기 Diary of a 
Chambermaid>(1964)에서 여자 주인의 아버지는 여
성 구두에 페티쉬가 있어서 구두를 닦고 하녀에게 부츠
를 신고 걷게 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가지고 놀다가 급
사한다. <비리디아나 Viridiana> (1962) 은발에 대한 
페티쉬를 보여주는데 등장인물들의 발을 끊임없이 집
착하고, 십자가가 붙은 칼, 줄넘기 줄, 가시 면류관을 태
우는 난로 등 사물의 이미지에 집착한다. 이 영화에서 
견습 수녀 비리디아나는 최종적으로 수녀가 되기 전에 
자신의 후견자인 삼촌을 방문하게 된다. 늙은 삼촌은 
결혼식 날 죽은, 자기 아내의 웨딩드레스와 속옷, 신발
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페티쉬를 지니고 있
다. 그녀에게서 죽은 아내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녀에
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수면제로 잠들게 하고서는 겁
탈을 시도하다 관두고, 죄책감에 줄넘기 줄에 목매어 
죽는다. <트리스타나 Tristana>(1970)에서는 남성 구
두가 주목을 받으며, 여주인공의 후견인 돈 로페가 페
티쉬를 보이는 트리스타나의 다리는 병으로 한쪽을 절

단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의 권력관계는 늙었지만 부유
한 돈 로페에서 다리 절단 후에는 트리스타나로 옮겨가
고, 돈 로페가 죽음으로써 트리스타나는 모든 것을 가
지게 된다. <황금시대>의 여주인공은 조각상의 발에 키
스하고(47분대), <잊혀진 사람들>에서 하이보는 어린 
소녀 메체가 우유로 다리를 씻는 모습을 보고서는 겁탈
하려 한다(34분대). 페드로 어머니의 다리에 집착하는 
하이보는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다 (52분대). <이상한 
정열 El>(1953) 는 교회에서 거행하는 세족식으로 시작
하여, 한 여인의 하이힐과 다리를 따라간다 (4분대). 부
르주아 지주 프란시스코는 아내 글로리아에 대한 의처
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다가도 아내의 다리를 보면서 욕
망을 느낀다 (49분대). <범죄에 대한 수필 The 
Criminal Life of Archibaldo de la Cruz, Ensayo 
de un Crimen>(1955)의 주인공 아르치발도 드 라 크
루즈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보던 여자 개인 교사가 창
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녀의 다리를 
보면서 성적인 환상을 품게 되고(7분대), 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살인을 꿈꾸는 변태적 성향을 남긴다. 62
분대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의 옷을 마네킹에 입히고서
는 목을 조르고 불태운다. 낮에만 피고 해가 지면 지는 
메꽃을 빗대어 낮에만 일하는 창녀라는 의미의 <세브린
느 Belle de Jour>(1967)에서 동양인 손님은 세브린느
에게 브래지어를 벗지 말라고 한다 (48분대). <자유의 
환영>에서 경찰국장은 에스텔에게서 몇 년 전에 죽은 
여동생과의 일을 떠올리는데, 여동생은 검은 스타킹과 
하이힐만 신은 나체의 모습으로 피아노를 치고 (90분
대). 밤늦은 시간에 여동생의 묘지를 방문한다. 이는 시
체 애호를 암시한다.

충동의 법칙 혹은 운명은 어떤 하나에 대한 충동은 
곧 다른 하나에 대한 충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충동은 파생된 밀리우가 제공하는 파편들을 무차
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수산나 Susana The Devil & 
the Flesh>(1951)에서는 멕시코 목장의 부유한 가정이 
수산나가 들어오면서 아버지, 아들, 어머니, 그리고 목
장 관리인 간의 사랑과 증오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
치다가, 그녀가 사라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가족은 평온을 찾는다. 즉 수산나가 오면서 형성된 하
나의 밀리우가 그녀가 사라짐으로써 다시 그녀가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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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처럼 새로운 밀리우를 형성하는 것이다. 2년간 소
년원에 있었던 수산나는 독방에서 탈옥하여 과달루페
의 목장에 스며든다. 목장 일꾼들이 그녀에게 치근대는 
상황에서 그녀는 목장주의 아들 알베르토를 유혹하고 
목장주인 과달루페를 유혹한다. 목장 지배인 에수스는 
그녀를 간절히 원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과 다리를 
빈번하게 노출하고 남자들은 그것을 쳐다본다. 그녀 때
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아내 카르멘을 쫓아내려 한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서 
그녀를 다시 잡아간다. 다시 집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악몽이 사라지고 천국이 도래했다고 한다. 이 
영화는 하나의 밀리우의 완벽한 소모를 이룩한다. 그리
고 이제까지의 충동도 소멸되고 다른 충동이나 밀리우
를 찾게 된다. 원초적 세계는 항상 뚜렷한 실제 밀리우
의 연속이나 공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의 밀
리우와 가난한 자의 밀리우는 구분이 된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밀리우를 침범하고 가난한 자들 사이에
서 그의 먹잇감을 움켜주는 것이 가난한 하인이 부자들
의 밀리우를 탐색하고 소모하기보다 쉽다[20]. 수산나
는 그녀와 비슷한 밀리우의 목장 지배인 에수스의 구애
는 거부하고 신분 상승을 노리고, 목장주와 아들은 그
녀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수산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자신의 젊음과 성, 미모를 이
용하여 다른 여성의 지위를 차지하려 자신보다 높은 밀
리우에 속한 남성들을 유혹하고 이용하려 한다. 슈트로
하임의 영화는 부자가 그 자신이 속한 밀리우와 그가 
내려가는 하층 세계와는 구분 지어 전개되는 데 반해, 
브뉴엘에서는 반대로, 가난한 자 혹은 하인이 부자들의 
밀리우에 침범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비리디
아나>에서 견습 수녀였던 비리디아나는 자신의 후견인
이 자살하면서 물려준 재산을 바탕으로 노숙자와 병든 
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나, 그들은 그녀가 없는 
틈을 타서 부자들의 식탁에서 부자들의 음식과 물건을 
향유한다. 헨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식탁에서 만들어내는 장면은 그리스도의 최후
의 만찬을 연상케 하여(77분대), 교황청으로부터 신성
모독이라는 평가와 함께 1961년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지만 프랑코 독재 시대 스페인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받는다[21]. 비리디아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부자나 가난한 자
의 충동은 모두 파편으로 쪼개지고, 그 찌꺼기들을 다
시 모아서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하나의 죽음의 충동으
로 모아들게 된다. 브뉴엘에게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선하고 종교적 신심이 깊은 사람도 이러
한 퇴락의 과정을 겪는다. 성스러운 나자린이 행하는 
행위는 세계를 더 빨리 전락시키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선한 비리디아나가 가지는 선함의 충동은 그녀에게 자
신이 쓸모가 없고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는 의식만을 강
화할 뿐이다. 선함에 대한 페티쉬와 악함에 대한 페티
쉬, 성스러움에 대한 페티쉬와 범죄와 성적 욕망에 대
한 페티쉬는 하나로 만나고 서로 교환된다. 브뉴엘의 
영화에 나오는 그로테스크한 그리스도나 <비리디아나>
에 등장하는 칼 달린 십자가(61분대)처럼 말이다. 이 칼
은 성물이라기보다는 마법, 마녀들이 쓰는 도구, 부두교
의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 수 있다. 브뉴엘은 이 칼을 관
광지에서 구매하여 소품을 썼을 뿐인데 사람들이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22]. <은하수>에서는 어
린이나 히피 같은 그리스도도 나오고, <새벽 That Is 
the Dawn>(1956)의 의사 발레리오 사무실에는 이상
한 예수 사진이 걸려있다(15분대).

그림 1. 왼쪽: <새벽>의 예수 사진(15분대)
오른쪽: <비리디아나>의 십자가 손잡이(61분대)

6. 브뉴엘 영화에서의 이미지의 반복
브뉴엘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충동은 배고픔과 성

적인 충동만큼 강하여. 정신적 종교적 도착을 가져온다. 
종교에 대한 급진적 비판은 가능한 믿음의 원천으로부
터 솟아나게 되고, 제도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폭력적 
비판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 다루게 된다. 브뉴엘의 
영화는 기독교적 충동을 다루고 있으며, 구원의 충동 
또한 다루고 있다. 브뉴엘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혁명, 
사랑,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슈트로하임의 
영화에서 원초적 세계가 밀리우에 강요하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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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은 퇴락, 쇠퇴, 또는 엔트로피이다. 고립된 계 
(Isolated System)에서 에너지와 질량은 외부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고 계 내부에서만 순환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열도 온도가 높은 물
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펌프를 
사용하여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린다. 이 과정
에서 계내에서의 질서는 증가하지만, 우주 전체에서는 
무질서가 증가한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에너지의 
죽음을 통한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브뉴엘은 이 엔트로피를 싸이클(순환) 혹은 영원한 
회귀로 대체하였다. 영원회귀는 엔트로피처럼 파국적인 
결말을 가져오지 못하며 싸이클도 모든 부분을 분해시
키지 못하지만, 이것들은 반복의 정신적 힘을 뽑아내게 
된다. 이 힘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한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 싸이클에 갇혀 있는 선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은 불량배나 악당에 불과하다. 이러
한 반복은 우리를 파괴하고 타락하게 만들지만, 또한 
우리를 다른 반복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고 구원해줄 
수도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미 속박에 반대하였다. 윤
리적 실존에서 사회가 요구한 역할에 구속되는 것이다. 
인간은 윤리적 절망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도약하여 무
한한 체념을 함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된다. 키에
르케고르는 과거의 반복에서 믿음의 반복으로 퇴락하
는 것에 반대하여 미래를 향하게 하는데, 이 미래는 선
함이 아니라 부조리에서 나온 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반복될수록 상황이 악화하는 나쁜 반복은 사건을 
실패하게 만든다.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the discreet Charm of 
the Bourgeoisie>(1972)에서 일련의 부르주아 친구들
은 함께 만찬을 하고자 하나,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는 
방해를 받는다. 이들의 반복되는 만찬은 각각 이 사람
들이 친숙한 밀리우에서 방해를 받고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 앨리스의 교외 저택을 찾아온 부르주아 친구 4명
은 앨리스가 내일 저녁 약속으로 알고 있는 바람에 근
처 레스토랑으로 가서 식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매니저
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식당을 나와야 한다 (9분대). 이
틀 후 이들 4명의 친구는 다시 앨리스의 집에 방문하여 
점심을 먹고자 한다. 그런데 앨리스와 헨리는 위층에서 
섹스하려다가 친구들을 피해서 도망가버리고 경찰의 

방문을 받는 바람에 식사하지 못한다(21분대). 레스토
랑에서 3명의 여자는 음료를 마시려 하나, 손님이 많아
서 모든 음료수가 바닥이 났다(37분대). 다시 앨리스 집
에서 저녁 만찬은 군인들의 방문으로 방해받고(50분
대), 대령이 초대한 1주일 후 저녁 만찬은 연극무대임
이 드러나고(55분대), 이것은 헨리가 낮잠을 자다 꾼 꿈
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다시 대령의 집에서 파티가 열
리고 있는데 남미 미란다의 대사 돈 라파엘 아코스타는 
대령을 총으로 쏴 죽여서 식사를 못 한다(72분대). 그런
데 이는 프랑수아의 꿈이었다. 앨리스의 집을 방문한 
천주교 신부는 근처의 임종을 앞둔 농부의 살인 고백을 
듣고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자임을 알고서는 총으로 그
를 쏴버린다(79분대). 다시 앨리스의 집에서 식사하려 
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미란다 대사와 그의 친구 프
랑수아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서에서 경찰
들은 범죄자를 그랜드 피아노로 만든 전기 고문 기구로 
고문을 하고, 경찰서의 유령이 나타나는데 이는 형사의 
꿈이었다 외교적 문제로 풀려난 대사와 친구들은 다시 
앨리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 하나 이번에는 테러
리스트가 등장하여 이들을 모두 쏴 죽인다(98분대). 그
런데 이는 대사의 악몽이었고 대사는 냉장고에서 꺼낸 
양고기를 먹는다. <절멸의 천사>에서 나쁜 반복은 부르
주아 손님들을 응접실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방
이나 자신의 집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고, 좋은 반복은 
손님들이 응접실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집 밖으로 나
오는 반복이다(87분대). 나쁜 반복은 부정확함이나 불
완전함으로 나타난다. <절멸의 천사>에서 레안드로와 
크리스티앙은 서로 격식을 갖추고 인사를 나누고서는 
거의 바로 아주 반갑게 인사한다(13분대). 만찬의 주인 
에드먼드 노빌레는 오늘의 손님 실비아(레티시아)를 위
해 축배를 제안하고 사람들은 따뜻하게 호응한다. 그러
나 바로 이어서 에드먼드가 실비아(레티시아)를 위해 
축배를 제안하나 이번에는 모든 손님이 자신들의 대화
에 빠져서 그의 제안을 쌀쌀맞게 무시한다(7분대)[23].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반복은 실비아(레티시아)가 모든 
손님이 그 방을 벗어나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의 위치에 
정확히 앉아 있음을 발견하고서 그날 새벽처럼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행위와 대화를 하지만 이번에
는 나가자고 대화의 내용을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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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83분대). 그녀는 일종의 신이자 이 자리의 주인이
며 천사이며 동정녀처럼 처녀이다. 이 손님들은 집 밖
으로 나왔으나, 갇혀 있는 동안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미사에 참석하여 테 태움(Te de um, 찬미가)을 부르다
가 다시 성당에 갇히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밖에서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은하수>에서 인간으로
서 그리스도는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노정의 다양한 밀
리우에서 세상을 열 기회를 유지하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닫히고, 그리스도 자신이 새로운 지평이기보다는 
울타리가 된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에게 면도하지 말 것
을 권하고(7분대), 현재의 순례자들 앞에 어린 예수로 
등장하고(8분대), 카나에서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
주로 변하게 하는 첫 기적을 행하고(35분대), 현재에서 
순례자 중의 한 명이 자동차에 저주를 퍼부을 때 나타
나기도 한다(49분대). 그리스도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나, 그들은 작은 웅덩이도 건너지 못한다(98분
대). 그리스도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일 것으로 추측되
나 그의 대사는 대부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인
용하여 카나의 혼인 잔치 앞부분에서는 ’누가 내 어머
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는 마태복음 12장의 내
용을 인용하고 있다. 비선형적 시간 배치와 더불어서 
같은 시간대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부분에서도 시간
이 무작위적으로 뒤섞인다[24].

7. 동물이나 곤충 이미지의 반복적 등장 
브뉴엘은 영화적 이미지에 반복의 힘을 주입하여 충

동의 세계를 넘어서서 시간 이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다. 자연주의 징후와 페티쉬를 넘어서서 ‘장면 Scene’
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통해서 직접적 시간 이미지를 우
리에게 제공한다. 브뉴엘 영화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즉 
여성의 허벅지, 구두, 만찬, 곤충과 동물 이미지 카톨릭
과 신앙의 이미지 등은 그의 영화 전체에 걸쳐서 빈번
하게 등장한다. 동물과 곤충에 대한 이미지의 활용은 
그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바라보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의 동물과 곤충에 대한 관심사는 카톨릭과 
마찬가지고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에 쥐, 원숭이, 도마뱀, 양, 거미 등을 길렀고, 
대학에서는 자연과학과 곤충학, 생물학에 관심을 보였
다[25].

<안달루시아의 개>(1929)에서 소의 눈, 개미, 성게, 
잘린 손, 피아노 위의 소 사체, 해골을 닮은 나비의 이
미지가 보여졌다면, <황금시대>(1930)는 전갈의 생태
계를 다루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시
작하고, 침대 위의 살아 있는 소(25분대), 개(26분대), 
남자 얼굴에 달려든 파리떼(31분대), 파티장을 가로지
르는 마차(32분대), 개미 떼를 연상시키는 시위하는 군
중의 부감 쇼트(48분대) 등의 동물이나 곤충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교미한 뒤에 수컷을 잡아먹는 특성이 있는 
전갈의 이미지는 샘 페킨파 감독의 <와일드번치 The 
wild bunch>(1969)에서도 등장하는데, 타이틀 시퀸스
에서 은행강도를 하기 위해 미군의 복장을 한 일당이 
마을에 들어서는데, 마을 아이들은 전갈을 개미들에게 
던져넣어 잡아먹히는 것을 즐긴다.

다큐멘터리 <빵 없는 대지>(1933)에서는 척박한 환
경하에서 근친상간 등으로 난쟁이가 많은 특징, 돼지, 
모기, 염소, 꿀벌 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물과 같은 삶
은 사는 사람들과 스페인 군주제, 카톨릭 이데올로기를 
이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잊혀진 사람들>(1950)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오
히토스는 당나귀 젖을 빨아서 우유를 마신다(19분대). 
시각장애인 거리 악사 돈 카밀로는 메체의 어머니의 허
리를 비둘기로 치유하려 하고(24분대), 그 댓가로 우유
를 받는다. 페드로의 꿈에 어머니는 고깃덩어리를 들고 
나타난다(31분대). 페드로네 암탉을 공격하는 야생닭을 
페드로의 어머니가 몽둥이로 때려죽인다(41분대). 이를 
지켜본 페드로는 갱생학교에서 몽둥이로 닭을 패서 죽
인다(62분대). 페드로를 죽인 하이보의 꿈에는 개가 등
장한다(79분대). <수산나>(1951)의 시작 부분에서 수산
나가 갇힌 독방에는 박쥐와 쥐가 있으며, 감옥의 창틀
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십자가 옆에 거미가 기어간다 
(3분대). 수산나가 유혹하는 목장주의 아들은 동물과 곤
충에 관심이 많아서 곤충채집을 한다. 무르나우의 <타
부 Tabu>)(1931)처럼, 브뉴엘이 민속지학처럼 접근한 
<멕시코에서 버스 타기 Mexican Bus Ride, Subida 
Al Cielo>(1952)에서는 얕은 강에 갇힌 버스를 빼내기 
위해 현대 문명의 기기인 트랙터가 동원되나 실패하고, 
어린 소녀의 다독거림을 받은 소 두 마리가 버스를 끌
어낸다(32분대). 그러나 하루 뒤에 버스가 돌아올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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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녀의 관을 묘지로 이송하게 된다. <짐승 El 
Bruto>(1953)에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근육을 가졌
지만, 마음은 순수한 짐승 페드로는 철거 예정지 주민
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메체의 암탉의 목을 비틀어 죽
인다(43분대). 그는 도살장에서 일하다가 자신이 충성
을 바치는 카브레라를 위해 철거민을 내쫓는 일을 한
다. 카브레라의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아내 팔로마는 
페드로를 사랑하게 되고, 페드로는 자신이 죽인 남자의 
딸 메체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안 팔로마의 질투로 그
는 경찰의 총을 맞고 죽게 된다. <환상의 전차를 타고 
여행하다 Illusion Travels by Streetcar>(1954)에서 
사람들이 카니발처럼 모여든 전차 내부에는 도살된 소
의 머리와 고깃덩어리가 걸려있다(32분대). <로빈슨 크
루소 Robinson Crusoe>(1954)에서 로빈슨은 무인도
에 난파하여 개와 고양이를 기르며 살아간다. 그가 마
시려던 물 주전자에는 거미가 들어 있다(17분대). 무인
도에는 거북이, 앵무새, 염소가 있어서 염소를 길러서 
젖과 고기를 취한다. 야생 밀을 가꾸면서 새를 쫓기 위
해 허수아비를 만드는데 난파선에서 구한 여자의 원피
스를 입힌다. 나중에 프라이데이가 여성 옷인지 모르고 
여자의 옷과 금화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였을 때 그는 
화를 낸다(69분대). 사람을 그리워하던 로빈슨은 식인
종인 프라이데이가 자신을 해치울까 의심을 하기도 한
다. 동물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에밀리 브론테
의 원작을 19세기 멕시코 배경으로 만든 <폭풍의 언덕, 
열정의 심연 Wuthering Heights, Abidmod de 
pasion>(1954)에서 에두아르도는 나비를 표본 수집하
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사냥을 즐긴다(2분대). 카타
리나를 사랑하는 알레한드로가 성공한 뒤에 돌아와서 
이 집에는 긴장이 감돈다. 노인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태워서 집안에 축복을 기도한다(14분대). 에두아르도의 
여동생 이사벨은 하인들이 돼지를 칼로 찔러 잡는 것을 
무서워한다(29분대). 알레한드로는 복수를 위해, 자신
을 사랑하는 이사벨과 결혼을 하고, 알레한드로에게 도
박 빚으로 자신의 농장을 저당 잡힌 카타리나의 오빠 
리카르도는 파리를 잡아 거미의 먹이로 준다(65분대). 
알레한드로는 출산하다가 죽은 카타리나의 관을 열고 
포옹을 하다가 리카르도의 총에 맞아 죽는다(86분대). 
<강과 죽음, 죽음의 강 The River and Death>(1954)

에서는 멕시코의 총에 관한 문화, 남성성, 명예를 중시
하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풍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한 마을에 두 가문이 수 대에 걸쳐서 서로를 
결투 등의 형식으로 죽인다. 사람이 죽으면 강 건너 섬
에 시체를 묻으며, 살인자 또한 그 섬으로 들어가서 숨
어 산다. 복수는 두 가문의 당사자들보다 마을 주민들
이 원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동물의 이미지가 많
이 나오지 않지만, 토끼와 닭이 등장한다. <범죄에 대한 
수필>(1955)에서 아치발도는 산책 중 지팡이로 메뚜기
를 죽이려다가 포기한다(84분대). 프랑스에서 만든 <새
벽 That Is the Dawn>(1956)에서 코르시카섬 시골 
의사 발레리오의 아내 안젤라는 생선을 뜯어 먹는 고양
이들과 매 맞는 짐마차 노새를 목격한다(3분대). 발레리
오는 새로 만난 애인을 위해 작은 거북을 선물하고(42
분대), 병약한 아내를 돌보다가 해고당한 산드로는, 아
내가 마차 안에서 죽자, 사장인 고르존을 죽이려고 한
다. 카톨릭 신부들과 지역유지들이 참석한 고르존 저택
의 파티장에 들어선 산드로는 길고양이를 어루만지다
가(64분대), 고르존을 총을 쏴서 죽인다. <정원의 죽
음>(1956)에서 사람들은 정글 속에서 헤매다 굶주림에 
뱀을 잡아서 먹으려 하나, 껍질 벗겨진 뱀의 사체는 개
미들의 것이 된다(75분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추락
한 비행기의 부르주아 승객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 옷, 
귀금속이다. <죄의 공화국 Fever Mounts at El 
Pao>(1959)에서 암살당한, 카리브해 섬 오데자의 총독 
후임으로 부임한 총독 구알은 전임 총독의 미망인 이네
스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애인 라몬을 총독암살의 배
후로 꾸민다. 구알은 애완용 새를 키우는 감성을 지니
고 있다(35분대). 영화의 시작 부분에는 가난한 섬마을
의 주민들을 위해 군대가 도살된 소고기를 가져와 주민
들에게 푼다. 마을 주민들은 총독이 암살된 것에는 신
경을 쓰지 않고 고기를 차지하려 달려든다(16분대). 
<나자린>(1959)에서 다리가 부러진 말을 안락사시키려
는 대령과 카톨릭 신부는 지나가는 농부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한다. 나자린은 농부도 동물이 아닌 인간
이라고 항변한다(49분대). 브뉴엘의 두 번째 영어 영화
이고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인종차별과 소아성애를 다
루는 <젊은 여자, 수치의 섬 The young one>(1960)
에서 사냥터지기 밀러는 토끼를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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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수한 12세 여자아이 에벌린은 거미를 발로 밟아 
죽이고(18분대), 지난밤 죽은 할아버지가 양봉하던 벌
들을 돌보며, 사슴을 애완용으로 기른다. 강간 누명을 
쓰고 도망 중인 흑인 트레버가 클라리넷으로 재즈를 연
주하는 동안, 오소리가 닭을 잡아먹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27분대). <비리디아나>에서는 비리디아나가 소
젖을 짤 때 소의 젖꼭지(9분대),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꿀벌을 구해주는 후원자(11분대), 마차에 묶여 끌려가
는 개를 돈을 주고 사서 구원해주는 후원자의 아들(56
분대), 다락방에서 쥐를 잡는 고양이(67분대), 비둘기
(70분대)가 보인다. <절멸의 천사>(1962)에서 저택의 
주인은 곰과 양을 키운다. <어느 하녀의 일기>(1964)에
서 여주인의 아버지는 총으로 나비를 쏘고(8분대), 하인
은 거위의 목을 자른다 (24분대). 숲속에서 달팽이를 줍
던 어린 소녀가 살해당할 때는 멧돼지와 토끼가 보이
고,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녀의 허벅지 위로 달팽이가 기
어간다(49분-51분대). <사막의 사이몬>(1965)에서는 
염소의 젖이 가득한 젖꼭지와 개미, 토끼가 강조된다. 
<세브린느>(1967)에서 동양인 손님은 우리에게 보여주
지는 않지만, 귀뚜라미처럼 소리를 내는 곤충이 들어있
는 상자를 사창가의 여자들에게 보여준다(47분대). <자
유의 환영>(1974)에서는 거미(8분대), 불면증에 시달리
는 주인공 앞에 공작새(15분대), 10대 남자와 노년의 
여자와의 관계 후에 여우(45분대), 테러리스트가 구두
를 닦을 때 개(75분대)가 보이고, 경찰국장은 동물원에
서 있었던 데모 진압을 이야기하면서 동물의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후에 동물원 
우리 속의 다양한 동물들이 보이고(100분대), 자유를 
타도하라는 데모대에 발포 명령이 내려지고서 공작새
의 모습과 함께 총소리가 들리면서 영화는 끝난다. <욕
망의 모호한 대상 That Obscure Object of 
Desire>(1977)에서는 백조가 강조되고 (20분대), 웨이
터가 며칠 동안 쫓아다닌 파리가 술잔에 빠져 있다(42
분대). 부유한 중년 남자 마띠유가 젊은 플라멩코 댄서 
콘치타를 유혹하기 위해 콘치타의 어머니에게 돈을 건
넬 때, 쥐가 쥐덫에 걸린다(37분대). 모녀가 마띠유의 
마수에 걸린 것인지, 마디유가 음모에 빠진 것인지는 
모호하다. 부유한 남자가 젊은 여자를 유혹하는 패턴은 
브뉴엘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지만, 남자의 일방적인 착

취로 다뤄지기보다는 때때로, 여자가 자신의 젊음과 성
을 이용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착취적이나 나중에는 권
력관계가 전도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다. 마띠유 역
을 맡은 스페인 배우 페르난도 레이(Fernando Rey)는 
<비리디아나>, <트리스타나>,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
력>, <욕망의 모호한 대상>에서 돈 많고, 여유시간이 많
은 귀족이나 부르주아, 고급 관리로 등장하여 기품이 
있는 듯하면서도 음흉한 얼굴로 젊은 여자에게 매달린
다. 

Ⅲ. 맺는말

자연주의는 철학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거부한
다. 즉 신이나 이 세상의 설계자 같은 개념을 거부하여 
일종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지닌다. 인간은 동물과 다름
없어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서로 포식 관계, 기생 관
계, 공생관계의 형태로 살아간다. 예술적으로 자연주의
는 리얼리즘의 극단으로, 초현실주의까지 확장된 개념
이라고 들뢰즈는 보았다. <자유의 환영>의 56분대에서 
사람들이 의자 대신에 양변기에 앉아서 40억 인구가 
똥을 싸고 배설물을 내놓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59분대에서 원래 변기가 있어야 할 화장실에
서 혼자 식사하는 장면처럼, 기존의 당연시되고 무관심
하게 대하던 것들을 위치를 바꾸거나 가치의 전복을 통
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기시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브뉴엘의 영화는 초현실주의적이다. 

루이스 브뉴엘의 영화는 선과 악,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브뉴엘의 
영화가 원초적 세계와 파생된 밀리우를 모두 담고 있는 
배경하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인간의 행동
은 때로는 충동에 의해서, 때로는 학습된 인간들의 행
동양식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연주의에서 시간은 시간
이 지나감에 따라서 부패, 또는 퇴락하는 특징을 보이
는데, 이러한 전락이 브뉴엘에게 있어서는 반복의 형태
로 나오지만, 반복될 때마다 점차 퇴락해 가는 성격을 
지닌다. 브뉴엘은 비선형적 내러티브와 반복을 활용하
여 시간의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다. 자연주의에서 충동
은 도착적이며 페티쉬를 수반한다. 그리고 하나의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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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충동으로 끊임없이 전이된다. 에로티시즘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집착은 브뉴엘 영화에서 수없이 반
복된다. 자연주의의 초자연적 존재의 거부는 브뉴엘의 
영화에서 카톨릭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무신론적인 태
도와도 일치한다. 동물과 곤충의 이미지나 그들의 생태
계에 대한 언급으로 인간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
기도 한다. 부유하고 나이 많은 남자가 대부분은 포식
자의 형태로 나타나나, 그 인물의 행동이 몹시 나쁘다
고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호하며, 항상 이 인물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어떤 경우에는 이용당하기
도 하고, 굴복당하기도 한다. 순수하고 처녀성을 지닌,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마리아와 같은 여성
의 존재도 반복된다. 이 인물이 항상 피식자나 희생양
은 아니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젊음과 성을 이용하여 
신분 상승이나 권력관계를 역전시키기도 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지만, 그러한 
외피를 벗기고 보면 인간도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글에서는 브뉴엘의 어린 시절 
갖게 되는 동물과 곤충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어, 그의 
영화 전반에 가져오는 이미지의 반복을 확인하기 위해
서, 현재 확보 가능한 그의 영화 대부분에서 동물과 곤
충 이미지가 반복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가 10대 
후반과 20대 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초현실주의 운동
만큼이나, 동물과 곤충에 관한 관심이 그의 영화 전반
에 반복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 드레이어나 로베르 브레송, 그리고 후반기의 로베
르토 로셀리니, 베르히만도 신앙의 문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영화들을 만들었다. 브뉴엘은 그런 
형이상학의 유혹에 약한 감독들과 자신을 구분을 짓고, 
자신의 영화에서 반복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런 신
비주의적 종교의식을 거부한다[26]. 카톨릭 교리와 신앙
에 대한 문제, 또는 성서의 인용들을 작품 전반에 걸쳐
서 취하고 있지만. 모든 종교를 공격하고 있으면서 초자
연적인 존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도 자연주의적이다. 

들뢰즈는 브뉴엘 다음으로, 조셉 로지의 작품들이 자
연주의의 좌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다고 보았다. 그리
고 자연주의적 속성을 자신들의 영화에 담아내고 있으
나, 자연주의자가 되지 못한 감독들을 언급한다. 루치노 
비스콘티, 장 르누아르, 미국의 감독으로는 사뮤엘 풀

러, 킹 비더, 니콜라스 레이, 알버트 루인, 조셉 맨키위
츠, 헨리 킹, 엘리아 카잔 등이 그러한 감독들이다. 브뉴
엘에 이어서, 조셉 로지의 작품들을 자연주의적 시각에
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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