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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eonmin. “A Poetic Reconstruction of the Postliberation Irish Family in Cathal Black’s Film 

Kore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1-2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etic techniques in Cathal Black’s Korea, a film in which he reconstructs the trajectory of 

the postliberation Irish family in the 1950s. In focusing on poetic aspects of repetition, defamiliarization, 

and irony in relation to the filmic techniques of symbol, montage, and voiceover, I will demonstrate how 

Black’s poetic reconstruction of the era goes against the grain of the forward movement of the narrative. 

First, Black adopts the repetition of symbolic objects like eels and electricity to represent the state of an 

era in which hope and despair coexist. Second, Black’s montage technique produces a defamiliarization 

effect. Juxtaposing disparate images and sounds, Black delivers a sense of shock and confusion, a key to 

understanding the spirit of the age. Finally, the ironic voiceover that unsuceessfully drives the narrative of 

the film works as a device for the reconstruction of recent Irish history. The narrator who lacks the 

capacity to overview his circumstance holds ambivalent attitudes toward the past, neither indiscriminately 

critical nor blindly nostalgic. With the repetition of symbolic objects, the radical montage, and the ironic 

voiceover, Black shows the anomalous state of postliberation Ireland in the 1950s, in which the trauma 

and nostalgia of the old generation and the hope and apprehension of the young generation are 

commingled like an oxymor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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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 극심한 경제난과 이에 따른 대량 이민, 사회 문제 등을 

경험한 아일랜드인들에게 해방 사회는 기대와 좌절이 혼재된 곳이었다. 농촌 사

회에 민족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자급자족 경제를 고수한 드 발레라(De Valera) 

정권은 대외적으로 영국과의 경제전쟁(1932-38) 이후로 1958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오랜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 경제적 위기는 내부적으로, 특히 

가족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토지를 상속할 수 없던 장남 이외의 자녀

들은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전통적 가족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

는 구세대와 “기회의 땅”1 아메리카 대륙에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신세대 간

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이민에 실패한 이들이 귀국하는 역이민 현상이 나타

나 미국에 대한 양가감정이 형성되면서 해방 후 아일랜드 사회는 다양한 욕망과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민족 해방의 영광과 생존의 위기가 공존하던 이 아

이러니한 시대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1990년대 아일랜드 영화감독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조 클리어리(Joe Cleary)에 따르면, 이 시기의 감독들이 해방 직

후 드 발레라 정권 시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은 아일랜드 역사를 일종

의 트라우마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직면하여 새로운 공동체 비전을 탐구하기 위

함이었다(210). 또한 추가적인 사회 개혁과 혁명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식

민역사 청산에 성공한 해방 직후 아일랜드 사회는 감독들에게 중요한 창작의 영

감을 제공했다(Cleary 211). 1990년대 아일랜드는 소위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경제적, 문화적 부흥기를 맞이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 격화되

어 온 북아일랜드 분쟁(The Troubles)에 평화체제가 서서히 정착되는 과정에 

  1 커비 A. 밀러(Kerby A. Miller)에 따르면 아일랜드인들에게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인 미국으로의 

이주는 실상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의 정치적 억압과 생계를 위해(대부분의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 또는 개인의 자유와 성장을 

위해(대부분의 아일랜드 신교도들)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계-미국 개신교 본토인들

과 인종 갈등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내부적으로 종교와 계급 간 갈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 부르주아 이민자 계급은 “민주당, 가톨릭교회, 그리고 아이리시-아메리칸 

민족주의”(the Democratic party, the Catholic church, and Irish-American nationalism)(261) 노

선을 채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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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영화감독들은 20세기 아일랜드의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다는 일

종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Barton 139). 아일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당대 할리우드 영화 자본과 스타일의 강력한 영향

권 아래 있던 아일랜드 영화계에 새로운 도전이었다.2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할리우드 자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화세계를 구축한 토착 아일랜

드 1세대 감독 중 캐살 블랙(Cathal Black)의 �코리아�(Korea, 1995)가 해방 직

후 아일랜드 사회의 전통과 근대의 갈등을 구성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일랜드 탈식민주의 학자 루크 기본스(Luke Gibbons)가 지적하듯이, 아일랜

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

  2 아일랜드 영화감독이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 영화에 등장한 아일랜드에 

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의 순

박한 이미지, 외로운 섬과 깎아지른 절벽에 부서지는 거친 파도, 그리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시골

농부의 이미지로 집약되어 “낭만적 아일랜드”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이미지는 매슈 아놀드

(Matthew Arnold) 등과 같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작가들의 기술과 더불어 영국식민주의 사

관이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마틴 맥룬(Martine McLoone)의 주장처럼 아일랜드에 관한 이미지가 정

형화된 것에는 영국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16). 아일랜드 탈식민주의 학자들에게 

민족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부 해안 주민의 삶에 관한 영화 �애런 사람�(Man of Aran, 

1934)과 아일랜드계 미국 이민자의 향수와 로맨스를 다룬 �말 없는 사나이�(The Quiet Man, 1952)

는 모두 미국 감독(각 Robert Flaherty, John Ford)에 의해 제작된 영화다. 이후 할리우드 영화 속에

서 아일랜드는 낭만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신비스럽고 덜 문명화된 이미지, 그렇기에 이성과 반대되

는 감정적이고 야만적인 성향, 특히 음주와 폭력의 이미지로 수렴된다. 이처럼 외부인들이 묘사한 고

정된 이미지와 함께 아일랜드 내부적으로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영화는 창의성을 상실한 상태였

다. 아일랜드 자치국 및 공화국 수립과 함께 형성된 문화 전반에 행해진 검열제도와 과도한 문화민족

주의로 인해 영화는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입된 할리우드 서부영화 등은 문화제국주의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동시에 사상적으로 

억압받아 온 아일랜드 관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상상력을 제공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할리우드가 재현하는 아일랜드 이미지는 미국의 입장에서 기존의 원시주의(primitivism) 이

미지를 강화할 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는데, 영국감독 마이크 뉴웰(Mike 

Newell)의 �서쪽으로�(Into the West, 1992) 등은 아일랜드의 신비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강조

했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면에서 아일랜드 내부의 

문제보다는 보편적이고 인간주의적인 면을 강조한다. 짐 쉐리단(Jim Sheridan)의 �나의 왼발�(My 

Left Foot, 1989)과 �복서�(The Boxer, 1997)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20세기 초반 아일랜드 역

사와 북아일랜드 분쟁을 다룬 다수의 영화들이 아일랜드의 특징을 폭력과 테러, 음모의 혼잡한 역사

로 규정하면서 또 하나의 아일랜드 이미지가 고착되었다(Ken Loach, The Wind that Shake the 

Barely (2006); Paul Greengrass, Bloody Sunday, (2002); Jim Sheridan, In the Name of the 

Father (1993); Steve McQueen, Hunger (2008) 등). 이밖에도 미국에서의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묘사하면서 전세계 영화계에서 아일랜드 이미지는 평면화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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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필수적이다(206-07).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는 닐 조던(Neil Jordan)의 �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 1996)를 예로 들었지만, 할리우드식 영웅 서사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이 작품과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추구한 아일랜드 토착 1

세대 영화감독들과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3 1980년대 다

시 찾아온 경제위기와 근대화 프로젝트의 실패는 보수적인 가톨릭 부흥운동과 

맞물려 많은 이들에게 해방 직후 1950년대와 같은 위기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McLoone 90). 비록 1980년 영화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경제위기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아일랜드 토착 영화산업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1980-90년대 아일랜

드 영화시장은 할리우드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다. 결국 아일랜드 영화는 미학과 

형식의 혁신보다는 인물 또는 내러티브 중심의 양식화된 영화제작을 따르게 된

다(Barton 88).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아일랜드 영화산업은 저예산의 단

편영화 방식을 선택하지만, 곧 배급과 상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화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할리우드화 되

지 않은 아일랜드성, 특히 문화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바라본 덜 신화화된, 덜 낭만화된 아일랜드의 실상을 드러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일랜드 농촌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Quinn, Poitin 

(1978)), 가톨릭교회의 폭력성을 폭로하면서(Black, Our Boys (1981)) 수정주

의적 면모를 보인다. 동시에 이들은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도시 빈민 문제

(Black, Pigs (1984))와 소수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수정주의자들이 지지한 근

대화의 문제점들을 다룬다. 형식적 측면에서 이들은 실험적이고 저예산으로 제

작되는 아방가르드 운동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McLoone 85). 이러한 방식으로 

토착 1세대 영화감독들은 아일랜드 내부의 문제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

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존 맥가헌(John McGahern)의 동명 단편소설을 각색한 블랙의 �코리아�는 제

목과는 달리 해방 후 아일랜드 가족 문제에 집중한다. 물론 이 사적인 가족 문제

는 공적인 사회, 국가 문제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다. 제목과 내용 사이 간

극에서 발생하는 낯설게 하기 효과를 통해 이 작품은 아일랜드 가족과 사회 문제

  3 조 코머포드(Joe Comerford), 밥 퀸(Bob Quinn), 팻 머피(Pat Murphy), 캐살 블랙(Cathal Bla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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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시선으로 고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는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호숫가 시골마을에 사는 존 도일(John 

Doyle)과 벤 모란(Ben Moran) 가족에 관한 사적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대 

아일랜드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던 공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4 내용

면에서 �코리아�는 기존 영화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을 다룬 오이디푸스적 주제와 원수의 집안과 사랑을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의 정

형화된 모티브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1952년 해방 직후 아일

랜드 호수 마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오이디푸스 갈등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맨스 내러티브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요소들이 있다. 특히 아버지

와 아들의 갈등을 다루면서 그것의 원인이 어머니(의 부재)에 있지 않고 가족 외

  4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도일은 아일랜드 독립전쟁(1919-21)과 이어진 내전(1921-22)에 

참전한 이후, 고향 호수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여 조국의 독립을 

이루었지만, 젊은 시절 아내를 잃고, 아들 에이먼(Eamon)과 가난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간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모란은 도일과 앙숙이다. 아일랜드 내전 당시 모란은 1921년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찬성하는 아일랜드 자치국의 편에, 도일은 조약에 반대하는 편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특히 도일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동료대원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래, 끊임없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어 모란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다. 더욱이 내전 이후, 지역의 유지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마을의 근대화를 주도하는 모란과는 달리, 도일은 마을에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모란의 계획으로 

더 이상 호수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이 갈등은 

모란 가정에 비보가 날아들면서 복잡한 구도를 형성한다. 모란의 아들 루크(Luke)가 미군으로서 한국전

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것이다. 루크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모란이 루크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한 달에 250달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도일의 아들 에이먼과 모란의 딸 우나(Una)는 사랑에 빠진다. 곧 이 두 청춘 남녀에게 위기가 닥쳐온다. 

도일은 아들 에이먼이 자신과 원수지간인 모란의 딸 우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아들을 

갑작스레 미국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운다. 평소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던 도일이 외아들 에이먼

을 미국으로 보내 루크처럼 비참한 결말을 보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때부터 아버지

와 아들의 갈등이 심화된다. 에이먼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나와의 관계를 막고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아버지를 불신한다. 민족 해방이후에도 가난한 삶을 벗어

나지 못하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도일의 의도를 에이먼이 오해한 것이

긴 하나, 에이먼은 끝내 미국행을 거부한다. 이들 사이 갈등의 절정은 도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미국행 배표를 사서 에이먼과 마을 호수를 건너는 새벽에 발생한다. 미국에 가지 않으려는 에이먼은 

아버지가 전쟁 중 사용한 권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을 미국에 보내려거든 그것으로 자신을 쏘라고 말한

다.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도일은 충격으로 흐느끼게 되고, 결국 이 둘은 배를 돌려 

뭍으로 돌아온다. 이 부자를 선창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나는 아버지 도일에게 두 손을 내밀어 그가 

배에서 나오도록 도와주고, 퇴장하는 아버지 뒤로 두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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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문제, 즉 아일랜드 내전(1921-22)이라는 역사문제와 동시에 근대화에 관

한 신, 구세대의 입장 차이에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블랙이 스토리를 강조하

는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보다는 인물이나 상황 기저에 흐르는 정서를 표현하는

데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빈센트 브라운(Vincent Browne)과의 

인터뷰에서 블랙은 쉽게 소비되는 할리우드의 영향력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며, 자신은 아일랜드만의 문제를 아일랜드만의 사회에 전할 수 있는 영화를 만

들기 원했다고 밝힌다(par. 21). 결국 블랙의 �코리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

방 후 아일랜드 호수 마을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각 인물들이 처

한 갈등의 양상과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블랙의 영화는 영웅 중심 내러티브를 지닌 할리우드 영화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결말을 향해 치닫는 내러티브의 힘보다는 오히려 그 힘에 저항하는 반복, 

낯설게 하기, 그리고 아이러니와 같은 시적 요소들이 그의 영화에 담겨 있다. 이 

저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한 사회와 인물들 사이 일반화된 용어로 환원될 수 

없는 미묘한 정서이다. �서정시 이론�(Theory of Lyric)에서 조나단 컬러

(Jonathan Culler)는 소설의 내러티브 구성과 다른 시적 특성으로 리듬, 운율, 각

운, 돈호법, 그리고 후렴구(반복)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시의 특이성을 강조한바 

있다. 소설적 내러티브와 그것의 부속물인 “연속성, 인과관계, 선형적 시간, 목적

론적 의미”(sequentiality, causality, linear time, teleological meaning)(Culler 

225)와 구별되는 시적 요소들은 블랙의 영화에 흐르는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어나 이미지의 반복기법은 내러티브가 지닌 선형적 시간관과 전진적 

움직임(forward movement)에 저항하는 중요한 힘이다. 은유나 상징을 통한 연

상 작용 중 발생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 정보의 간극 혹은 비약은 일종의 

리듬을 만들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영화 속 상징적 이미지가 등장

하는 리듬을 파악하는 것은 그 영화의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 영화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보이는 인물의 내

면을 재현할 때 사용하는 몽타주 기법을 시적 특성과 관련하여 고찰할 수 있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이 몽타주를 통해 상이한 이미지와 

사운드 간의 충돌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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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즉 경험의 오래된 본질보다는 사상과 새로운 본질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Monaco 452). 그렇기에 몽타주는 낯설게 하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

어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영화 속 몽타주 기법을 통한 낯설게 하기 효과를 발

견하는 것은 영화에 내재한 시적 특성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일이 된다. 마지막으

로 내러티브가 가진 인과관계 법칙을 따르지 않는 시적 움직임으로 아이러니

(irony) 기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표현하는 바와 실제로 의미하는 바

가 다른 현상에서 독자 혹은 관객은 화자의 권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영화에서 보이스오버 기법이 소설적 내러티브 기능을 한다면, 보이스오버에서 

드러난 아이러니를 분석하는 것은 관객이 화자의 내러티브로부터 비판적인 거리

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내러티브의 목적론적 의미에서 

벗어나 인물과 상황에 내재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리아�에서 내러티브의 힘에 저항하는 시적인 특성인 반복, 낯설

게 하기, 아이러니를 각각 영화적 기법인 상징, 몽타주, 보이스오버와의 관계에

서 분석하여 해방 직후 아일랜드 사회와 개인의 내면에 흐르는 절망과 희망의 공

존이라는 정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이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

하는 장어와 전기 이미지의 상징성을 파악하고 그 이미지의 리듬을 고찰한다. 이

들은 영화의 장면과 장면이 전환되는 순간에 등장하면서 영화가 결론으로 향하

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시대상과 인물들의 정서를 드러낸다. 둘째, 이 영화에

서 가장 실험적인 부분은 등장인물들의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블

랙이 사용한 몽타주 기법이다. 그는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와 음향을 파편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독자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준다. 이는 당대 인물들이 경험했던 정

서적 충격일 뿐만 아니라, 당대 아일랜드를 관통하는 집단경험임을 말해 준다. 

셋째, 이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를 형성하는 아들 에이먼의 보이스오버 기능을 분

석한다. 과거 회상을 위한 장치로서 그의 보이스오버는 영화 전체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 그의 보이스오버에 나타난 아이러니는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신세대 역

시 시대를 조망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과 권위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블랙은 그의 시적인 영화기법을 통해 기성세대가 가진 과거에 대한 향수

와 트라우마,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감이 모순어법처럼 

뒤섞인 1950년대 아일랜드 상황과 정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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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징적 이미지의 반복 

데니스 샘슨(Denis Sampson)과의 인터뷰에서 블랙은 그의 �코리아�같은 영

화가 스토리를 추구하는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일종의 

“시각적인 시”(visual poetry)(5)로서 기능한다고 밝힌다. 이 시각적인 시는 전

통과 근대, 식민지배의 트라우마와 해방의 환희, 피폐한 현실과 미래의 희망 등 

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초현실주의적 상황이 펼쳐진 당대를 표현하기에 적

합한 방식이다.5 �코리아�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해결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해결이라는 결말에 다다르는 내러티브의 전진적인 움직

임은 영화의 장면마다 저항을 받는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 이미지들로 

인해 이 작품은 단순한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해결이라는 결말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정서를 발생시킨다. 영화 속 장어와 전기 이미지는 각각 해방 후 아일랜

드 세대가 처한 상황을 반복적 리듬으로 드러낸다. 

  �코리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며 시적 효과를 만드는 것은 장어 이미지이다. 

시나 노래에서 후렴구가 반복되듯이 가두리에 갇힌 장어 이미지는 영화 전체에

서 독특한 리듬을 형성한다. 영화 초반 두 부자가 호수에서 잡은 장어들은 쇠창

살 같은 가두리에 갇혀 보관된다. 이들은 시장에 팔릴 운명이다. 가두리에 갇혀 

꿈틀거리는, 계속해서 가두리를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반복

되는데, 이 이미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으로 괴로워하는 에이먼의 모습에 

이어 등장하며 그 상징성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예가 술에 취한 아버지 도일과의 

대화 장면에 등장하는 장어 이미지이다. 도일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아일랜드 독

립전쟁과 내전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아들 에이먼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데, 내전 중 처형당한 소년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에이

먼이 두려운 표정을 짓는다. 아버지의 경험을 듣고 공포에 질린 에이먼의 모습에 

  5 브라운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배우들의 연기에 관한 자신의 연출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저는 

배우들에게 연기를 절제할 것을 계속 상기시켰죠. 표현적이기 보다는 좀 더 암시적일 것을 말이죠”(I 

just had to keep reminding them to pull the performances in, be more suggestive than 

expressive)(par. 16). 블랙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당대 사회와 인물들에 관한 커다란 그림이 드러난다

고 믿고 �코리아�에서도 시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담담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징적으

로 드러낸다. 이는 맥가헌의 단편소설 원작에 스며든 함축성과 상징성을 재현해 낸 기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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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가두리에서 몸부림치는 장어이다(:27). 에이먼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바 없지만, 포스트메모리(postmemory)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체험한다. 문제는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아들의 미래를 결정짓

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도일이 에이먼을 위해 미국행 배표를 사고 

그의 계획을 말하자, 에이먼이 한 밤 중 호숫가에 쓰러져 절규하는 모습이 있다. 

이 장면을 뒤따라 등장하는 것이 가두리 속 장어 이미지이다(:47). 장어 이미지

를 통해 기성세대의 가치에 속박된 신세대의 고통을 파악할 수 있다. 

  장어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주목할 점은 장어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리듬이다. 이들의 갑작스런 등장은 관객에게 충격을 준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에 몰입하던 관객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어 이미지로 인해, 영화 전체에서 음

산한 사운드를 동반하여 반복되는 그 이미지로 인해, 기존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데 방해를 받는다. 이 이미지는 내러티브의 문맥에서 벗어나 순전히 아들의 내면

에 이는 불안감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의 결론이라는 목적으로부터 순간

마다 미끄러지면서, 비경제적으로, 산만한 방식으로, 즉 시적인 방식으로 시대와 

인물의 정서인 긴장과 불안을 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장어 이미지의 반복 안에 

깃든 리듬이다.   

  인물과 시대의 기저에 흐르는 깊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블랙이 선택한 또 다

른 상징은 전기이다. 오프닝에서 장어의 클로즈업을 뒤이어 나오는 전기시설 공

사 장면은 눈여겨 볼만하다. 블랙은 전봇대를 설치하는 인부의 발을 클로즈업하

면서 구부러진 모양의 쇠갈퀴가 달린 특수 부츠를 부각시킨다. 괴기한 모양의 이 

특수 부츠는 나무 전봇대를 쉽게 오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구부러진 쇠갈퀴의 

이미지는 몇 초 전에 나온 꿈틀거리는 장어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작품의 내러

티브가 가지고 있는 전진적 움직임에 제동을 건다. 쇠갈퀴 부츠와 장어의 연상 작

용은 반복과 중첩의 효과를 통해 영화의 시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미지 유사

성에 근거한 반복 효과와 더불어 이 장면에서 음성의 유사성을 통해 반복 효과가 

발생한다. 전봇대를 오르는 인부를 보며 도일은 “일-렉트리시티”(eel-lectricity)

라고 경멸어린 투로 발음하며 카메라 프레임을 빠져 나간다(:03).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는 그는 급속히 근대화되어 가는 마을 분위기가 못마땅한 것이다. 여기서 

도일의 발음은 앞서 제시된 장어(eel)의 발음을 연상시킨다. 물론 전기와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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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의미상 관련은 없다. 순수히 언어유희적 측면에서 관객은 영화 내러티브

의 결을 거슬러 이전 이미지를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지와 음성의 유사성에 

의한 연상 작용을 통해 블랙은 �코리아�의 시적 리듬을 형성한다.  

  프레임 바깥으로 퇴장해 버린 도일과 대조적으로 프레임 안에 홀로 남아 호기

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봇대를 올려다보는 에이먼의 모습을 통해 근

대화에 관한  구세대와 신세대의 관점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화에 관

한 블랙의 관점은 세대갈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영화 중간

에 등장하는 시골마을 전기개통식(rural electrification) 장면은 모란의 아들 루

크의 장례를 치룬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아일랜드의 근

대화가 아일랜드 아들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모란 

가정은 한국에서 전사한 루크의 보상금으로 전기라는 근대문명의 해택을 받는다

는 면에서 문명 이면의 비인간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전

체적인 색조인 저녁 어스름 검푸른 배경과 대조되는 우나의 집 창가로부터 은은

하게 비추는 따뜻한 노란 전기 불빛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에이먼의 모습에서 

근대화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전기개통식 장면을 분석

하면서 클리어리가 지적하듯이, 당대 아일랜드 사회에서 전기로 대표되는 근대

화는 단순한 기술과 산업의 진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식민역사로부터의 문

화적, 심리적 해방도 의미한다(205). 블랙은 당대 근대화에 관련된 현상을 단순

히 비판적이거나 낙관적으로 단순화, 추상화 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론적 

프레임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미묘하고도 양가적인 정서가 이 시대의 기저에 

흐르고 있음을 전기라는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 보여준다.  

  시골마을의 전기개통식 장면은 그 앞뒤 장면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리듬을 이

해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전기개통을 위한 마을 미사 장면 바로 

직전, 장어 한 마리가 미끼를 물고 고통스러워 몸을 격렬하게 비트는 장면이 등

장한다. 이때, 멜랑콜리하고 괴기한 사운드의 배경음악과 함께 겹쳐 나오는 또 

하나의 사운드는 다름 아닌 미사 중 낭독되는 성서구절(요한 1:1-5)이다. 이 사

운드의 겹침을 통해 블랙은 장어로 대변되는 에이먼과 신세대가 고통을 겪고 있

는 이유가 종교(가톨릭교)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는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통해 빛이 어두움을 이길 것이라는 유명한 성서 구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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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아일랜드 근대화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근대화라는 (전기)빛은 

그 마을의 어두움, 즉 악함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이 개통

식 장면이 아일랜드 국가인 군사의 노래 (“The Soldier’s Song”)와 함께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블랙은 민족국가, 근대화, 종교 이데올로

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정치,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삼위일체는 이전까지 근대화를 반아일랜드적으로 여겼던 아일랜드 가톨

릭과 드 발레라 정권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들이 각자 존립의 근거를 상

호 정당화해 주고 있음도 보여준다. 

  당대의 모순적인 상황은 일종의 막간 희극(comic relief)을 통해 희화화된다. 

신부가 엄숙하게 성서구절을 낭독하고 주변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레버를 내리는 

순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잠시 정적이 흐른다. 이 긴장된 상황을 깨는 이

는 광대 같은 한 인물이다. 그가 “이 마을엔 되는게 하나도 없네, 하하”(Nothing 

works in this town, ha ha!)(:56)하고 웃자,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웃게 된다. 

시종일관 긴장된 리듬과 심각한 톤을 유지해 온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웃음이 발

생되는 이 짧은 장면을 통해 근대화 프로젝트와 가톨릭 종교의 권위에 대한 당대 

아일랜드인들의 긴장된 기대와 불일치,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인 양가감정을 확

인할 수 있다. 비록 곧 전기가 들어와 주변을 환하게 비추지만 이 잠깐 사이 기

대와 좌절, 해결, 그리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불

안감의 리듬이 전기 이미지에 깃들어 있다. 이성으로 대변되는 근대화와 그 이면

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논리, 특히 전기개통식에 미사와 애국가가 동시에 

등장하는 당대의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정신이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진지하게 고찰되고 있다.  

  

III. 몽타주를 통한 낯설게 하기 

에이젠슈타인에게 몽타주 기법은 이미지와 사운드 간의 충돌을 통해 관객들에

게 충격을 던져 준다. 이 충격 효과로 인해 관객들은 관성적인 현실을 새로운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의 몽타주 기법의 효과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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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낯설게 하기의 효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몽타주 기법이 시간과 공간

을 급진적으로 병합 또는 확장시킬 때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저항을 받

는다. 이 저항의 순간, 내러티브 내에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관객들은 새로운 삶

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이를 시로 말한다면 낯설게 하기를 통해 경험되는 시적 

사건의 순간이다. �코리아�에서 이 시적 사건은 도일과 에이먼의 의식이 몽타주 

기법으로 재구성되면서 발생한다.

  블랙은 일종의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기성세대가 가진 전통에 대한 집착이 다

음 세대에 얼마나 억압적으로 작용하는지 폭로하지만, 과거를 단순히 진보를 가

로막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그는 문화민족주

의 또는 아일랜드 탈식민주의에서처럼 전통적 가치들을 쉽게 낭만화하지도 않는

다. 이는 도일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과 그의 무의식에 내재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그의 과거는 낭만적인 것과 트라우마가 혼재되어 단순화

하여 평가하기 어렵다. 그가 가진 낭만은 수정주의자들이 흔히 비판하는 아일랜

드 민족주의의 유혈 희생제의 신화에 대한 낭만이 아니다. 공적이고 민족적인 대

의에 관한 낭만이 아닌, 가장 사적인 영역에 대한 기억, 즉 자신의 아내와 보낸 

신혼여행에 대한 기억이 그의 유일한 낭만이다. 오히려 공적인 과거는 그에게 지

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아일랜드 내전 당시, 그는 어린 동료가 처형당

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그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

다. 따라서 도일과 같은 기성세대가 가진 복잡한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랙

이 그의 내면을 구성하는 몽타주 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일의 내면은 가장 낭만적인 장면과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결합되

면서 좁게는 도일의 복잡한 개인사와 넓게는 아일랜드가 겪은 최근 과거의 양상

이 드러난다. 도일이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권총을 들고 있는 사진과 그가 받은 

훈장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라디오를 켜 놓은 채 선잠에 빠져드는 도일의 모습을 

거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있는 그의 신혼여행 장면으로 옮겨간다(:13).6 푸른 

  6 도일의 아내는 신혼 초 에이먼을 낳고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홀아비로 외아들 에이먼을 어렵

게 키운 그에게 아내와의 추억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아내가 과거에 노래하고 춤추

는 것을 좋아했다거나, 그녀가 라디오를 켠 채 잠들었던 일화들을 에이먼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 장면들을 통해 도일의 과거 한 부분은 고통스러운 사건뿐만 아니라, 사적인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

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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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초록 풀잎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노란색 가시금작화(furze)는 그의 기

억에서 생생히 재현된다. 항상 카메라의 프레임 바깥과 도일의 언어 속에만 존재

하던 그의 아내는 그의 회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만 재현된다. 깔끔한 양복을 차

려입고 먼 바다를 바라보는 도일의 모습과 함께 그녀는 화려한 오렌지색 꽃무늬 

원피스와 챙 넓은 하얀색 모자를 쓰고 카메라에 얼굴을 환히 드러내 보인 채 미

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생생한 모습, 특히 생명력 넘치는 노란 가시금작

화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병치된 컷이 급작스럽게 등장한다. 새벽녘 한 포로가 처

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다. 앞서 등장한 신혼여행의 화려한 색조와 대비되는 

새벽의 검푸른 톤으로 처리된 이 처형장면은 그의 과거가 낭만과 트라우마로 혼

재되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특히 블랙은 이 이질적인 장면들을 결합하

면서 배경음악의 겹침 효과를 통해 몽타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신혼여행 장

면을 배경으로 그리움을 자아내는 바이올린 연주가 잔잔히 흘러나오지만, 이어

지는 처형 장면에서는 음산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긴장된 효과음이 등장

한다. 이때부터 두 종류의 이질적인 사운드가 중첩되어 흘러나온다. 이 괴기한 

사운드의 결합을 배경으로 낭만과 고통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교차 편집되어 

서로의 맥락을 파괴하며 등장한다. 이처럼 블랙은 두 극단적인 기억 이미지와 대

조적인 음향의 결합을 통해 도일 내면에 잠재된 과거의 모습을 추적해 간다.

  도일에게 신혼여행, 특히 생생하게 기억된 노란색 가시금작화7가 처형 또는 죽

음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지점은 원작 소설에서 나타난 독특한 의식의 흐름 때문

이다. 소년 포로가 처형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장교가 발포 명령을 내리자 가

슴에 총탄을 맞은 소년은 마치 총탄을 자신의 심장에서 빼내려는 듯 몸부림치며 

자신의 제복 상의를 찢어 헤친다. 땅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그의 얼굴과 함께 제복 

단추가 공중으로 날아간다.8 도일에게 아름다운 신혼여행에 대한 기억과 충격적

  7 아버지 도일에게 낭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 노란색 가시금작화는 아들 에이먼에게 루크 장례

식과 그의 묘비 앞에 놓인 죽음의 꽃으로 등장하며 아이러니한 효과를 나타낸다. 

  8 처형 순간에 대한 도일의 자세한 기억을 원작소설에서 맥가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래에 

바다가 있었고, 바다 내음과 만발한 가시금작화 향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가시금작화 봉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꽃들이 사방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이 마치 그가

[소년 포로]가 제복을 찢기 시작할 때 단추들 모습처럼 충격적이었다. 하루 종일 난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그 기억은 그 날[신혼여행]을 망쳐 버렸다”(The sea was below, and smell of the sea 

and furze-bloom all about, and then I looked down and saw the furze pods bursting,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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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처형에 대한 기억이 연결되는 지점이 이와 같은 이미지 연상에 기반한다. 가

시금작화 꽃봉오리가 터져 나와 만발하는 모습이 처형된 소년의 단추가 공중에 

터져 흩뿌려지는 모습과 유사한 점이 도일의 의식의 흐름을 형성한다. 트라우마

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듯이, 시간의 삼분법을 거스르며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가 중첩되고 과거가 현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듯이, 도일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전진적 움직임은 과거의 이미지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도전받으며 

시적 아우라를 형성한다. 

  낭만과 트라우마가 그의 기억에 혼재하여 충돌함을 몽타주로 보여주는 과정에

서 블랙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던져 준다. 이는 관객들의 고정관념이 도전을 받았

기 때문이다. 현재 아일랜드학의 커다란 이론적 진영을 형성한 수정주의와 탈식

민주의의 영향 하에 과거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청산해야 할 것 혹은 낭만적인 

것으로 일반화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블랙은 과거의 복합적인 양상을 반

복적으로 고통스럽고 집요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한 개인과 사회가 지나온 흔

적들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몽타주를 통한 낯설게 하기 작업은 에이먼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사용

된다. 에이먼은 도일이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듣고 열병을 앓는다. 

우나가 그의 집에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는 장면은 그가 꿈속에서 

본 환상과 교차하여 등장한다(:51). 환상 속에서 에이먼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우나의 오빠 루크의 얼굴을 본다. 화염 속에 울리는 총성과 포성을 배경으로 루

크가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곧 다시 우나가 긴장한 모습으로 집

안을 돌며 에이먼을 부르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카메라는 벽에 걸린 에이먼 아버

지의 사진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다시 루크가 정면을 보고 천천히 옅은 미소를 

짓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우나, 에이먼, 도일, 루크 이미지 사이 급작스런 장면 

교차를 통해 블랙은 우나와 에이먼이 가진 불안한 정서의 근원을 추적한다. 이들

의 초조한 심리는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조로 연출된 집안 분위기를 통해 드러난

다. 더불어 이 긴장된 분위기는 블랙이 에이먼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중첩시키면서 극적으로 연출된다. 전면에서 관객을 응시(동시에 에이

way they burst in all directions seemed shocking like the buttons when he started to tear at 

his tunic. I couldn’t get it out of my mind all day. It destroyed the day)(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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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을 응시)하고 있는 죽은 루크, 이를 뒤에서 초초하게 바라보는 에이먼, 그 뒤에 

펼쳐진 성조기, 그리고 그 뒤의 한국전쟁 속의 화염, 이 네 가지 이미지가 겹겹이 

쌓여 에이먼 무의식의 각 층위를 형성한다. 앞서 제시된 몽타주가 우나와 에이먼

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했다면, 이 이미지들의 중첩으로 그 원인이 종합적으로 암

시된다. 라디오를 통해서만 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두려움, 기회의 땅이면서도 동

시에 전쟁의 배후에서 용병을 고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국에 대한 이중적 

시선, 루크의 미소로 전달되는 죽음의 공포가 뒤섞인 에이먼의 감정이 해방이후 

세대가 경험한 충격과 혼란을 드러낸다. 

  해방이후 세대의 불안한 정서를 추적하면서 블랙이 배치시킨 이미지 중 하나

는 아버지 도일의 사진이다. 아일랜드 독립전쟁 당시 군복을 입고 젊고 당찬 모

습으로 찍은 사진은 이제 빛이 바랜 채 벽에 걸려있다. 이 사진은 도일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시절에 대한 추억을, 아들 에이먼에게는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등장한다. 비록 도일은 전쟁 중 자신의 영웅적인 활약을 미화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민족 해방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해방이후 드 발레라 정권에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움을 깨닫

고 점차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에 환멸을 느낀다. 영화 초반 그는 조국에 대한 자

부심으로 아들을 미국에 보내는 것에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빈궁

한 삶을 깨닫게 되고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러한 도일의 태도 변화

를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다. 블랙은 이 사진을 

영화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특히 에이먼이 환영을 보기 직전 컷에 이 

사진 이미지를 배치시켜 에이먼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도일, 특히 

도일이 헌신했던 구세대의 가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 부자의 대조, 즉 늠름하

게 살아 아들을 내려다보는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과 컬러 이미지로 연출된 병상

에 누워 있는 아들의 대조를 통해 앞서 논의된 장어 이미지, 특히 구세대의 기억

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대의 고통을 상기할 수 있다. 이처럼 블랙의 몽

타주 기법은 아버지 도일과 아들 에이먼 모두의 무의식, 트라우마와 불안감으로 

가득한 두 부자의 황폐한 내면상태를 보여준다. 상이한 이지미와 사운드의 충돌

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간의 오이디푸스적 갈등 관계라는 주제를 넘어, 해방이후 

아일랜드 세대 모두가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16 김  연  민

IV. 보이스오버에 담긴 아이러니

클레어 콜브룩(Claire Colebrook)에 따르면 아이러니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

는 그것이 사회 전체와 일상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성의 합의나 공동체에 도

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관점은 비판의 대상인 사회와 

언어를 넘어선다(153). 아이러니를 사용하는 화자는 결국 자신이 속한 상황 전체

를 조망하는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기법은 보

이스오버로서 영화 내러티브를 이끌어 간다. 보이스오버의 주인공은 사건의 전

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코리아�의 전

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에이먼의 보이스오버는 한계가 있다. 이 영화가 에미먼

의 보이스오버로 구성되어 있지만, 블랙이 이 영화의 반을 도일의 심리묘사에 할

애한다. 물론 도일을 조명하는 것이 에이먼의 관찰자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일 수

도 있지만, 앞서 논의된 도일의 트라우마에 에이먼은 개입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의 보이스오버는 상황 전체를 조명하려는 아이러니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전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작품의 내러티브에 균열이 생기

고, 이 균열로부터 당대 사회와 인물들의 독특한 정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에이먼의 보이스오버가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는 곳은 영화의 절정에 해당하

는 부분이다. 에이먼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배를 젓는 도일과 초조한 모습의 

에이먼 각각의 원 샷이 교차로 등장한다. 이 교차되는 샷으로 두 인물간의 대조

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도일은 아들이 희망 없는 아일랜드 시골마을을 떠나 기회

의 땅 미국에서 교육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반면, 에이먼은 아버지가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전에 참전하게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한

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 앙숙관계인 우나와 결혼

하겠다고 주장하며 대립한다. 이들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은 에이먼이 품

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권총을 꺼내드는 장면이다. 그 권총은 도일이 독립

전쟁에서 사용했던 것, 특히 도일 사진과 함께 등장하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것

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어색하게 쥔 에이먼은 자신의 아버지를 겨눈다. 

관객은 이 장면에서 부친살해라는 오이디푸스적 주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

다. 이 극도의 긴장상태는 도일이 그 권총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거두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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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듯하다. 그러자 에이먼은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려거든 그 권총으로 자신

을 쏘라고 말하며 배에서 일어선다. 도일의 기억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처형된 

소년의 모습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이 처형을 기다리며 서 있다. 이 장면에서 오

이디푸스적 주제가 전복된다. 아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극복하

여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일은 

실제 권총이 장전된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아 흐

느끼는 도일과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 보는 에이먼의 투 샷은 이들의 대

조를 극명하게 동시에 서정적으로 보여준다.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진 새벽 호수

에서 스스로 배에 달린 등불을 켜며 에이먼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다. 그

러자 멀리서 동이 터 오고, 물총새 소리가 들려온다. 물총새(kingfisher)는 “신화

새”(halcyon)로 불리며 풍랑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새로 여겨진다. 

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요소들, 즉 에이먼의 일어섬, 그가 켠 등불, 밝

아오는 아침, 그리고 물총새는 아일랜드 새로운 세대인 에이먼의 밝은 미래를 암

시한다. 

  배 안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에이먼이 회상하는 이 장면은 아이러니한 보이스

오버가 등장하면서 극적인 의미가 배가된다. 

이전에 한 번도 아버지가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웃고 있던 

군중들 위로 아버지가 날 무동 태워 축구 결승전에 데려가던 때에도 느낀 적이 없

었다. 아버지의 동작 하나 하나를 난 자세히 관찰했다. 마치 나 역시 살인을 준비

해야하는 것처럼 자세히.

I’d never felt so close to him before, not even when he’d carried me on his 

shoulders above the laughing crowd to the football final. Each move he 

made I watched closely, as closely as if I too had to prepare myself to 

murder. (01:09)9

  9 맥가헌의 원작은 바로 이 아이러니한 인용문으로 마무리 되면서 작품의 결말이 더욱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블랙의 영화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권총을 겨누는 장면을 추가하며 

원작과는 차이를 보인다. 원작에는 없으나 영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에이먼과 우나와의 로맨스와 

근대화를 상징하는 전기 개통식 장면 등이 있다. 특히 이 영화는 세대간, 가족 간 화해의 제스처로 마무

리 된다는 점이 원작과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또한 원작이 에이먼의 1인칭 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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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스오버가 아이러니한 점, 관객에게 반전 혹은 충격을 가져다 주는 지점은 

아버지와 극단의 대립을 겪은 직후에 비로소 아버지와 더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는 점이다. 에이먼이 아버지의 권위를 극복하고 난 후 일종의 승자로서 느끼는 

패배자에 대한 연민, 특히 이 친밀한(close) 감정이 보이스오버의 마지막 대목에

서 살인을 위해 누군가를 “자세히”(closely) 바라보는 이미지와 결합되어 아이러

니를 발생시킨다. 니콜 클로아렉(Nicole Cloarec)이 지적하듯이 이 영화에서 원

작 단편소설의 특징인 마지막 비틈(final twist)이 “as if”를 통해 일어난다(159). 

아버지와 친밀감을 느끼는 상황이 “마치”(as if) 살인을 준비해야 하는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 아이러니를 통해 두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 첫째로, 전통적인 오이디푸스 

프레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살인 장면

은 도일의 기억 속에서 되풀이 되는 포로 소년의 처형 장면이다. 이 장면은 아버

지에게 권총을 내어 주며 자신을 처형하라고 말하는 에이먼의 모습과 닿아 있다. 

문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권총을 쥐고 있는 아버지는 패배자가 되어 있고, 처형당

할 위기에 있던 아들은 승자가 되어 주도권을 갖고 아버지를 위에서 내려 본다는 

점이다. 특히, 아들 에이먼의 보이스오버로 인해 음소거 된 아버지 도일의 중얼

거림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극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블랙이 제시한 아

버지와 그의 권위를 극복하는 방식은 단순한 부친살해의 모티브와 다른 점이 있

다. 에이먼의 (상징적) 부친살해 혹은 그 영향력 극복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철회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자신에게 겨눠진 총을 거두어들일 뿐만 아니라, 뭍으로 노를 저어 배를 

대는 인물이 에이먼이 아닌 도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에이먼의 보

이스오버에 담긴 복잡한 정서, 즉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

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양가감정이 아이러니를 낳아 시적인 효과를 연출한다.  

  둘째, 에이먼의 보이스오버는 당대 사회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 

불확정성을 보인다. 그의 보이스오버 목소리는 현재 청소년기의 목소리와 같다. 

닐 조던(Neil Jordan)의 �푸줏간 소년�(The Butcher Boy)에 나타난 소년의 모

영화에서는 에이먼의 보이스오버에도 불구하고, 블랙이 아버지의 의식/무의식도 형상화하려 한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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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성인 보이스오버의 극명한 차이와는 달리, 에이먼의 보이스오버에서는 시

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영화의 사건 전체를 회상하는 그의 목

소리는 그다지 먼 과거가 아니다. 에이먼이 회상하는 시점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

는, 주변의 상황과 인물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인물의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보이스오버에는 비결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

다. 보이스오버 중 “그 때가 호수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마지막 여름이었다”(it 

was my last summer with him on the lake)(:39)라는 대목이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에이먼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선택했는지에 유추해 볼 수 있다. 에이먼은 

그 여름날 이후,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시골마을에 살면서 아버지

와 함께 어업 대신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그 시골마을을 벗어나, 

아마도 우나와 함께, 아일랜드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지, 또는 우나와 함

께 아일랜드를 벗어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영화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보이스오버 또한 불확정성으로 가득하다. “나와 아

버지,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나와 아버지,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이 민물에서 고

기 잡던 마지막 이들이었다”(Me and my father, it was always me and my 

father ever since I can remember, we were the last to fish this freshwater 

for a living)(:02). 추측하건데, 마을 호수에 관광산업이 유치되고 호수에서 조업 

허가증 발급이 제한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에이먼은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생

계를 유지하는 일 대신 다른 일을 찾아 나섰거나, 호수마을을 떠났을 것이다. 그

러나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보이스오버가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는 권위마저도 의심스럽게 만든다. 영화 초

반 호수에서 도일과의 대화에서 학교 시험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운명론적 사고를 보인다. “시험 결과가 좋다면 선택의 여지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요. 제가 얻을 수 있는 걸 취해야만 하겠지

요”(If the result is good, I’ll have choices. If it’s not, there won’t be 

choices. I’ll have to take what I can get)(:22-23)라고 대답하며 소극적이고 

운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론 그의 대답은 해방이후 당대 아일랜드 사회

와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전히 어린 화자의 내러티브



20 김  연  민

가 가진 불확실성은 영화가 보여주는 결말이 결코 확정적이 아님을 의미한다. 

  자신만의 세계관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화자 에이먼은 역사의 가치를 평가

하는 것에도 한계를 보인다. 그는 단지 당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역사적 

사건을 피상적으로 묘사할 뿐이다. 신생독립 아일랜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진과 사진첩 속 역사적 인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에이먼의 원 샷 

장면과 함께 그의 보이스오버가 등장한다. 에이먼에게 아일랜드 전쟁기는 “그들

이 말하기를 가족 대 가족, 아버지 대 아들, 형제 대 형제, 이웃 대 이웃이 싸웠

다고 했다”(They have said that family fought against family, father against 

son, brother against brother, neighbor against neighbor)(:04)라는 말로 묘사

된다. 에이먼은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는 대신, 주변

으로부터 들은 말을 읊조리며 역사 속의 사진들을 말없이 들여다 볼 뿐이다. 마

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 에이먼 드 발레라(Eamon de Valera), 그리고 다

시 사망한 콜린스의 사진이 클로즈업으로 등장하지만, 에이먼은 자신의 목소리

로 역사를 재구성해내지 못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진을 들여다보는 에이먼

이 해방이후 아일랜드공화국으로부터 어떠한 정체성과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는 

그의 불확실한 미래만큼이나 명료하지 못하다.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는 에이먼의 모습은 앞선 장면과 그 이후의 장면이 함께 

고려될 때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전 컷은 에이먼과 우나의 낭만적인 장면, 호수 

위 배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다. 카메라는 고정된 채, 배와 인물들은 프레임 밖

으로 사라지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겹쳐지는 음향이 에이먼의 보이스오버이

다. “가끔, 가끔은 난 정말 늙어버린 것 같다. 마치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온 것처럼. 과거는 내 꿈속에서 나와 함께 사라진다”(Sometimes, 

sometimes, I feel so old, like I’ve lived too long in my father’s world. The 

past goes with me in my dreams)(:30). 이 보이스오버와 함께 사진책의 이미

지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 보이스오버가 걸쳐 있는 두 컷은 에이먼과 우나의 사

랑과 20세기 초반 독립전쟁과 내전에 관한 사진컷이다.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보이스오버를 통해 블랙은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의미를 묻는 구조를 명확히 보

여준다. 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카메라 프레임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또는 미

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세대의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 갈등과 투쟁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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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빛바랜 사진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구세대의 모습, 특히 죽어 침대에 누인 콜

린스의 굳어버린 시신 사진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결국 에이먼의 보이스오버

는 아버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밖을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의 소망

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에이먼은 새로운 세대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

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그의 보이스오버에 담긴 아이러니는 당대의 불안정한 정서를 대변한다. 

과거에 대한 친밀함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정서와 새로운 미래로 나

아가고 싶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불안한 상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아일랜드 내전과 같은 민감한 역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해석을 드

러내지 않고 단지 “오래 전”일로 묘사하는 에이먼은 명확한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물이다. 세계를 조망하는 관점이 결여된 그의 보이스오버는 하나의 일관된 메

시지를 전달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점을 통해 블랙은 영화의 열린 결말, 그것이 

희망적이든 여전히 비관적이든, 의미의 여백이 존재하는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

한다.    

V. 나가기

  루스 바톤(Ruth Barton)은 블랙을 비롯한 아일랜드 1세대 영화감독들이 대개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종의 진실을 폭로하려는 작업을 했으나, 

그들이 영화라는 장르로 재현한 것은 결국 사실이 아닌 일종의 허구라는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음을 지적한다(1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이 재현

해 낸 1950년대의 아일랜드는 그 허구적 구성, 시적 재구성에 의해 사실보다 더

욱 사실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블랙은 휴 라인핸(Hugh Linehan)과의 인터뷰에

서 자신의 영화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저에게 영화는 현실보다 꿈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영화는 뜻을 파악하기 어려

워야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충격을 주고는 피상적으로 논

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 삶의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건 무척 더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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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건 비난하지도 칭찬하지도 않고, 단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지요.

For me the film is more like a dream than reality, so it should be elusive 

and shifting. The easiest thing in the world is to hit hard and be 

superficially controversial. It’s far harder to get under the skin of people’s 

lives and neither condemn nor applaud, just quietly observe. (par. 28)

블랙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 사실을 재현하기보다 꿈처럼 암시적인 방식을 선호

한다. 그 이유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재현해 낸 것들이 관객이나 비

평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논쟁거리에 머물

기 때문이다. 인물이나 한 시대를 진지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특정 프레

임으로 쉽게 비판하지도 쉽게 열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는 역사에 대해 더욱 

치열한 자세를 취한다. 아일랜드학의 커다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정주의, 탈식

민주의,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프레임적 사고로 많은 논쟁과 담화를 형성해 왔지

만, 그 커다란 목소리와 기획에 비해, 한 시대와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일반화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블랙의 �코리아�는 단선적으로 과거 유습에 대

한 노골적인 비판도,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희망도 두지 않는다. 대신 1950년대

라는 해방 직후 아일랜드 역사의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고, 동시에 시골마을의 아

버지와 아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맥가헌의 원작 단편소설에서처럼 특정 메

시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분위기를 시적으로 전달해준다.     

  영화의 엔딩은 부자간 그리고 적대적인 집안 간의 화해를 암시한다. 에이먼을 

데리고 노를 저어 뭍으로 돌아 온 도일은 기다리고 있던 우나가 손을 내밀자 잠

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도움을 받고 뭍으로 나온다. 자신과 앙숙관계였던, 아일랜

드 역사에서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던 모란 집안과의 화해를 암시한다. 동

시에 평화의 상징인 물총새 노래 소리가 들리자 도일은 우나에게 그 소리를 들었

냐고 묻고 프레임 밖을 빠져 나간다. 그리고 프레임은 서로를 바라보는 아일랜드

의 신세대 에이먼과 우나의 투 샷으로 채워진다. 비록 구세대는 역사에서 퇴장하

고 미래는 신세대에게 열려 있지만, 이 두 세대들은 일종의 화해를 한 셈이다. 두 

집안의 정치적 적대관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되는 지점이다. 

  이 화해의 제스처를 확대해석하여 포스트민족주의적 주제를 이 작품에서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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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품에 대한 이러한 프레임적 접

근은 등장인물의 복잡한 정서와 시대의 섬세한 분위기를 몇몇 이론적 단어로 추

상화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엔딩 장면에서의 화해적 분위기는 그다

지 결정적이지 않다. 앞서 소개한 에이먼의 보이스오버로 미뤄 볼 때, 에이먼의 

장밋빛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오히려 많지 않다. 하지만 선언적인 메시

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코리아�는 시적 아우라를 통해 관객이 충분히 시대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블랙이 사용한 시적인 요소, 즉 장어와 전기의 상징

적 이미지의 반복적 사용, 이질적인 장면들을 충돌시켜 만들어 내는 낯설게 하기 

기법,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를 조망하는 

능력이 결여된 보이스오버는 당대 아일랜드 시골마을 기저에 흐르는 미묘한 분

위기와 인물들의 단순화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시대의 진실에 더욱 가까

이 다가갔다. 상황과 인물에 대한 블랙의 섬세하고도 시적인 재구성 작업은 그의 

�중력을 배우다�(Learning Gravity, 2007)와 같은 작품에서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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