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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현실참여*

김만중

Ⅰ. 머리말
제2제정이 무너지고 새롭게 성립한 프랑스 제3공화정은 공화제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 패배와 파리코뮌(Commune de Paris, 1871)의 유혈진압과 같은
대내외적 문제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었다. 세기말 프랑스 제3공화정의
가장 큰 정치 위기는 ‘드레퓌스 사건(L’Affaire Dreyfus, 1894-1906)’
이었다. 드레퓌스 사건은 문화적 전성기를 달렸던 ‘좋은 시절’의
프랑스를 뒤흔든 거대한 국가적 스캔들로서 전쟁 패배와 평화협정이
불러일으킨 프랑스의 복수주의(Revenche)와 민족주의에 더불어 1880
년대 ‘불랑제주의(Boulangisme)’로 일컬어지는 보수반동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는 ‘지식인(Intellectuel)’의 현실참여로 시정될 수
있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전형은 앞서 볼테르(Voltaire, 1694-1778)에 의해 실천된 바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식인’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 에밀 졸라(Émile Zola, 1840*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프랑스 제3공화정 전반기 영화감독 조르
주 멜리에스의 현실참여」 (중앙대학교, 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을 밝힌다.
1) 파스칼 오리, 장-프랑수아 시리넬리, 한택수 역, 『지식인의 탄생_드레퓌스
부터 현대까지』 (서울: 당대, 2005), 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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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를 필두로 등장한 지식인의 적극적인 현실참여는 그동안 문장가
지식인들의 명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술가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드레퓌스 사건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예술가 역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실참여를 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2)
제3공화정은 외국과의 잇따른 사건 사고들 속에서 외교 관계에 해가 되는
예술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보다는
작품에 대한 통제를 활용하며 교묘히 검열할 수 있었다.3) 새롭게 발명된
사진 역시 다른 시각예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함의를 담아 낼 수 있었고
실증주의와 자연주의는 대중에게 사진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높여주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일찌감치 사진의 잠재성을 염려했고 사진에 대한
첫 법적인 규제는 나폴레옹3세의 1852년 2월 법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3공화정도 사진에 대한 검열을 이어나갔다. 특히 파리코뮌의
이미지는 제3공화정의 주요 검열대상이었고, 1899년 여름동안 렌에서
진행된 드레퓌스의 재심기간 동안에는 사진작가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의 사진 검열은 개별 사진의 압류에서 사진 유통의
통제로 발전했지만 대중적인 인기와 포토저널리즘의 성장으로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촬영을 금지하는 수단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4)
사진에 뒤이어 발명된 영화 역시 논란적인 검열의 대상이었다. 영화는
2) Maya Balakirisky Katz eds., Revising Dreyfus (Leiden: Brill, 2013);
Robert Lethbridge, “Rethinking Zola and Cézanne: Biography, politics
and art criticism”, Journal of European Studies, 46(2)(Sage: 2016);
Philip Nord, “The New Painting and the Dreyfus Affair”, Historical
Reflections, 24(Berghahn Books, 1998); Norman Kleeblatt edt., The
Dreyfus Affair: Art, Truth, and Just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3) Bertrand Tillier, “The Impact of Censorship on Painting and Sculpture,
1851-1914”, Yale French Studies, 12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79-101.
4) Donald E. English, “Anxiety and the Official Censorship of the Photographic Image, 1850-1900”, Yale French Studies, 12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105-118,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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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사진처럼 대중적으로
호소력이 짙은 시각매체였기 때문이다. 제3공화정은 지속적으로 극장과
풍자만화에 대해 검열했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1881년 완화되었지만
극장에 대한 검열은 1906년까지 지속되었다. 극장의 통제와 감시는
대중공연이 정부와 공권력을 비판하거나 부도덕한 이념을 전파하는 지에
집중되었다. 앞서 제2제정기에 통과된 1864년 법은5) 극장 공연이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에서는 지사 부처에서 주관하도록 했고
제3공화정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파리코뮌에 대한 검열 수위를 극도로
강화시켰다. 대중공연은 ‘구경거리(spectacles de curiosité)’로 분류하여
시장과 도지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했다. 제3공화정은 강화된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연에 대한 감시를 활발히 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공연은 공공질서 유지 명목으로 금지되었다. 영화에 대한 검열은 극장과
대중공연 검열에서부터 유래했지만 일차적으로 민간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대 프랑스에서는 세기말의 도덕적인 타락을 경계한
사람들이 모여 각종 모임을 조직했고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수호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모임들은 영화 자체를 불손한 매체로 보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유도했다. 1909년 사형집행 장면을
담은 영화의 상영이 내각에 의해 금지되었고 1912년 범죄자 쥘 보노
(Jules Bonnot)에 대한 영화가 상영 금지되면서 영화 검열에 대한 여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언론의 지지를 받았던 이 조치는 범죄영화
장르의 상영 금지를 확산시켰고 사전검열을 시행하는 곳도 등장했다.
1914년 국무원(Conseil d’Etat)은 영화를 ‘구경거리’로 규정한 뒤,
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함으로써 영화
검열은 제도권에 들어서게 되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 제3공화정
전반기 다른 매체나 예술과는 달리 영화에 있어서 정치와 연관된 검열
조항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예외적으로 1899년 드레퓌스 사건과
1913년 외국군복(특히 독일군)을 담은 영화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당한
5) 자세한 내용은 Katharine Ellis, “Unintended consequences: Theatre deregulation and opera in France, 1864-1878”, Cambridge Opera Journal,
22-3(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327-35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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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례였다. 초기 영화는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이나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부 당국과 민간에서는 영화의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6)
이런 관점에서 본고의 주인공인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éliès,
1861~1938)가 드레퓌스 사건에 관한 ‘재구성된 뉴스릴(actualités
reconstituées)’ 영화를 제작하고 검열당한 사건은 매우 상징성을 띄고
있었다. 멜리에스는 대표적인 작품 <달나라 여행 (Voyage dans la Lune)>
(1902)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영화사에서는 초기 영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감독으로 평가되었다. 마술사로 예능계에 입문한 그는
1895년 그랑카페(Grand Café)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시네마토그래프
(Lumière Cinématographe)의 첫 대중 공개 시사에 참여한 이후 영화를
업으로 삼기 시작했다. 멜리에스의 삶에는 직접적인 정치행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정치적·시사적 내용을 다룬 작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멜리에스는 마술과 영화를 좋아했던
흥행사로 성공적인 길을 걷다가 변화하는 세태와 타협하지 않고 기울어간
비극적인 예술가의 인생을 살았고 기존의 영화사 연구는 그를 ‘환상영화
(Féerie)’의 개척자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그러나 멜리에스가
불랑제주의가 유행하던 시기 보수반동 운동을 풍자하는 만평을 《라
그리페 (La Griffe)》에 기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영화에 대한
새로운 비평과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7) 새로운 연구 성과들과 그의
작품을 다시 독해하여 본다면 조르주 멜리에스는 현실과 먼 환상을
6) Kenneth Garner & Richard Abel, “Regulating a Risky Business: Film,
Censorship, and Pblic Safety in Prewar France, 1909-1914”, Yale
French Studies, 12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160-181.
7) 자세한 내용은 Matthew Solomon, “Georges Méliès: Anti-Boulangist
Caricature and the Incohérent Movement”, Framework, 53-2(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2); Georges Méliès, Mes Mémoires;
John Frazer, Artificially Arranged Scenes (Boston: G. K. Hall, 1979),
pp. 27-28; Frederic Seager, The Boulanger Affair: Political Crossroad
of France, 1886-188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p. 144;
Paul Hammond, Marvellous Méliès (New York: ST. Martins’s Press,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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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기만 한 감독이 아니었고 혼돈한 세태에 일침을 가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드레퓌스 사건의 영화적 재현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최초의 영화는 멜리에스에 의해 각 1분길이 분량,
11편의 연작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는 재심이 진행되었던 1899년 8월부터
이미 영화 제작에 착수했으며 연말 상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공화정
전반기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재현 영화를 만든 다른 작품으로는 파테사
(Pathé)의 1899년, 1908년 작이 있었다. 그런데 멜리에스가 <드레퓌스
사건>을 만들기 이전에 드레퓌스를 필름에 담고자한 영화관계자들의
앞선 시도가 있었다.
우선 ‘뒤블리에 사건’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이 일화는 불명확한 이미지를
활용한 ‘날조’였다. 1898년 뤼미에르사 직원이었던 프랑수아 뒤블리에
(Francis Doublier)는 러시아 남부 유대계 지구에서 영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역 사람들이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간에 관심이 커지자 그는 드레퓌스 사건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했고 다른 필름들로부터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과 건물, 군함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상영했다. 그는 불명확한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기만했다. 그러나 영화가 발명된 시기에
선행한 사건이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필름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여 그 영상은 다시 상영되지 못했다.8)
또 다른 시도는 뒤블리에와는 달리 ‘실제’ 드레퓌스의 모습을 담고자 도전한
사례였다. 드레퓌스의 재심 소식에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렌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영화 회사들도 동참하여 드레퓌스가
8) Jay Leyda, Kin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 23;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Sight and Sound, 54(London:
BFI, 1984),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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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는 7월 1일, 렌은 이미 렌즈로 가득했다. 하지만 당국은 드레퓌스의
사진이나 영상이 여론을 동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드레퓌스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찍히지 않은 채 재빨리 수용소로 옮겨졌고 덧문으로
막힌 방에 수감되어 외부로부터 차단되었다. 당시의 영화카메라는
훨씬 크고 무거웠으며 시끄러워서 사진과는 다르게 몰래 촬영하기도
부적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데(Julius W. Orde)는 집요한 노력
끝에 드레퓌스 촬영에 성공했다. 그는 드레퓌스가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러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주변 건물 옥상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며칠을 기다린 끝에 보초와 밖에 나온 드레퓌스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촬영은 탄로 났고 드레퓌스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며 촬영은 끝나게
되었다. 오르데는 이 필름을 런던의 팔레스 극장(Palace Theatre)에서
상영했다.9) 영화에 대한 후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있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전기영화는 관객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다. 그들은
소리치며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었고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신기하게도
라보리는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반면, 메르시에(Auguste Mercier)와
요아우스트(Albert Jouaust)는 야유를 받았다. (...)”10)

이와 같은 노력에 재판장 바깥에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을 촬영한
필름이 다음 그림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바이오그래프(Biograph)
와 비타그래프(Vitagraph)는 드레퓌스의 재심을 위해 여러 촬영기사를
보내었고 [그림 1~4]는 드레퓌스의 재심이 벌어졌던 렌과 렌의 재판소를
촬영한 영상의 스틸사진이다.

9)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p. 291-292.
10) 《세인트 폴 글로브 (ST. Paul Globe)》 (1899. 09. 17.). 번역은 필자의 것.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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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ograph series of
Dreyfus trial scene films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2] “Lucie Dreyfus(second
left) and Mathieu(second right)”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3] “Alfred Dreyfus, in hat
and dark civilian clothes”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4] “Alfred Dreyfus”
(출처: Film museum Amsterdam)

[그림 1]은 재심이 열린 렌에 있던 기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으로
당시 드레퓌스 사건의 취재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그림 2]는
드레퓌스를 면회하기 위해 이동하는 부인 뤼시(Lucie Dreyfus, 왼쪽에서
두 번째)와 형 마티유(Mathieu Dreydus,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그림 3]은 오르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필름으로
민간인 복장으로 렌의 감옥 안뜰에서 산책을 하는 드레퓌스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는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드레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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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식별되는 필름이다.11)
한편, 멜리에스가 드레퓌스 사건의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파테사는
제카(Ferdinand Zecca) 감독에 영화 제작을 의뢰했고 멜리에스와 같이
재구성된 8편의 <드레퓌스 사건>을 만들었다.12) 하지만 프랑스 당국의
검열로 상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1908년 미국 상영을
위해 <드레퓌스 사건>을 다시 제작했다. 영화는 농게(Lucien Nonguet)
를 감독으로 했고 제작은 제카가 담당하였으며 12편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었다.13)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드레퓌스가 복권된 뒤 제작된
파테사의 <드레퓌스 사건>은 약 18분의 분량으로 진범 에스테라지
(Ferdinand Esterhazy)의 간첩행위부터 드레퓌스의 복권을 간략히
다루고 있었다.14) 영화는 9월부터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 The Dreyfus
11) Société Française de Mutoscope et Biographe; 무토스코프와 바이오그래프
사가 촬영한 푸티지들로 8개의 필름(총 4분)이 존재한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의 영화박물관에서 보존되어 있다. (출처: The Bioscope. (https://thebioscope.net)). 다만 검증의 여지가 있다. [그림 24]와 [그림 26]의 경우 동일
한 영상이 고몽파테 아카이브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제목은 “에밀 졸라의 소송
(PROCES EMILE ZOLA)”으로 표기되어 있고 촬영 시기는 1898년 4월로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기록 내용을 따져본다면 1898년 《로로르》에 기고한 「나
는 고발한다!」로 기소된 졸라가 유죄선고로 영국으로 망명한 뒤 1899년 6월
프랑스로 복귀했고 드레퓌스 재심이 결정되었다는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
기가 맞지 않는 기술이다. 당시의 사진을 비롯하여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보았
을 때 1899년 렌의 재심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체포: 앙리 대령의 자백 (Arrestation: Aveux du colonel Henry)>, <몽
발레리엥에서: 앙리 대령의 자살 (Au Mont-Valérien: suicide du Colonel Henry)>, <렌의 감방 안에 있는 드레퓌스 (Dreyfus dans sa cellule à
Rennes)>, <재판장 입장 (Entrée au conseil de guerre)>, <재판장의 방청
객 (Audience au conseil de guerre)>, <재판장 퇴장 (Sortie du conseil
de guerre)>, <뒤아멜 가 렌의 군교도소 (Prison militaire de Rennes, rue
Duhamel)>, <렌 역의 거리 (Avenue de la Gare à Rennes)>.
13) Gaumont Pathé Archives.
(http://www.gaumontpathearchives.com/index.php?urlaction=doc&id_
doc=85727&rang=2) (검색일: 2019. 10. 09.).
14) “배신자 에스테라지 (Le traitre Estherazy)”, “가정부와 명세서 (La femme
de ménage et le bordereau)”, “받아쓰기 (La dictée)”, “쉐르쉐-미디 감옥
에서 (A la prison du Cherche-Midi)”, “파리시민의 저녁 (Dans les soirées parisiennes)”, “진범은 걱정이 없다 (Les vrais coupables ne sont
pas inquiétés)”, “조작된 재판 (Le procès truqué)”, “악명 높은 처벌
(L’infâme châtiment)”, “악마의 섬 (L’île du Diable)”, “극적인 반전 (Coup
de théâtre)”, “벌(앙리 대령의 자살) (Le châtiment (suicide du colonel
Henry))”, “복권 (La réhabilitation)”.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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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he Celebrated Dreyfus Case 혹은 The Dreyfus Affair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된다.15)
미국의 영화 관련 주간지 《더 무빙 픽쳐 월드 (The Moving Picture
World)》는 상영하는 영화의 일정, 후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파테사의 <드레퓌스 사건>은 개봉작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내용을 요약한
짤막한 후기가 남아있었다.16) 영화와 관련된 광고 기사에 따르면 “어제
상영된 <드레퓌스 사건>은 많은 관객들이 즐겁게 보았다.”, “오늘 밤
상영될 영화 <드레퓌스 사건>은 파리에서 직접 온 것으로 (...) 역사와
인간본성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는 뛰어난
영화일 것이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17) 하지만 파테사가 연출한 <드레퓌스 사건>
은 실제 진술이나 당시 기사, 재현된 그림과는 달리 연출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탈식의 경우 사열한 병사들 앞으로 드레퓌스가 등장하고
이내 장신구의 탈거가 진행되는데 드레퓌스를 맡은 배우는 당황하는
모습과 더불어 무기력하게 흐느끼며 눈물을 닦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상황과 다른 과장된 연출이라는 점에서 영화의 한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뒤에서 살펴볼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제외한 드레퓌스
사건 관련 영화들은 현실참여적 의미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활용 그 자체와
흥행에만 몰두했다. 뒤블리에는 명백히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
이미지로 관객을 기만하고자 했으며 오르데는 피사체로서 드레퓌스의
이미지만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파테사는 당시 멜리에스의 작품을
모방하고 있었고 그가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15) 《알렉산드리아 가제트 (Alexandria Gazette)》 (1908. 08. 24.); 《데일리
애리조나 실버벨트 (Daily Arizona Silver Belt》 (1908. 09. 01.); 《이브닝
스타 (Evening Star)》 (1908. 10. 25.); 《이브닝 불레틴 (Evening Bulletin)
》 (1908. 12. 28.).
16) The Moving Picture World (1908. 07. 04.).
17) 《해티스버그 뉴스 (Hattiesburg New)》 (1908. 08. 20); 《더 퍼시픽 (the
Pacific)》 광고란 (19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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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뒤 제작에 착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적인 측면에서 멜리에스의
것과 같았지만 1908년의 후기작을 통해 비교해 보더라도 실제사건에
대한 고증과 재현조차 충실하지 못했다.
막상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영화는 모두 프랑스에서 상영되지 못했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영화상영 금지는 한참이 지난 1950년이 되어서야
철회되었기 때문이다.18) 프랑스 당국은 <드레퓌스 사건>의 해외
상영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영국에서 예정되었던 상영이 프랑스
정부의 압류로 중단되기도 했다.19)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된 영화는 비록
검열 당하여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형태로 모두 제작되어 상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관심과 영화가 지닌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Ⅲ.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
시사만평가 활동에서 포착된 멜리에스의 현실참여는 그가 마술사에서
영화감독으로 전향한 이후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그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사례였다.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영화사
최초의 현실참여이자 정치적으로 검열된 영화였다. 그의 <드레퓌스 사건>
이 개봉하여 극장에 걸렸을 때,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들은 난투를 벌이던 관객들을 떼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불타오르자 정부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고 <드레퓌스 사건>
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된 첫 번째 영화가 되었다. 정부차원의 검열은
멜리에스의 영화로 그치지 않았고 1915년부터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이 금지 되었다.20) 그는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하여
18) Stephen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p. 292-293.
19) 《브리티시 저널 오브 포토그래피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1899. 09. 15.), Ibid., 재인용.
20) Katz eds., Revising Dreyfus, pp. 50-51.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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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발명되기 이전의 일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영화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드레퓌스 사건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나아가 드레퓌스에 대한 지지를
영화적으로 표명했다.
1. <드레퓌스 사건>에 재현된 드레퓌스 사건
<드레퓌스 사건>은 일전에 멜리에스와 작업을 했던 찰스 우르반(Charles
Urban)의 워윅 상사(Warwick Trading Company)와 협업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21) 영화는 다음과 같은 11편의 영화로 구성되었다.
[표 1]은 <드레퓌스 사건>을 실제 사건의 연대기 순서로 재배치한

22)

것으로 카탈로그 번호의 순서와 실제 사건 순서가 다르게 명기되어 있다.
이는 멜리에스가 평소 영화제작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박탈식”은 제작이 미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하 설명내용은 워윅 상사의 카탈로그에 작성된 <드레퓌스 사건>
내용으로 번역은 필자의 것이며 영화의 스틸컷은 <조르쥬 멜리에스:
영화 최초의 마법사> (2012) DISC 1에 수록된 9편을 출처로 하고 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것은 11편 중 9편으로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BFI)가 보존하고 배포한 판본이며 “박탈식”과 “렌의 학교를
떠나 감옥으로 향하는 드레퓌스”는 프랑스 시네마테크(Cinémathèque
Française)에 비공개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렌의 학교를
떠나 감옥으로 향하는 드레퓌스”의 스틸컷으로 보이는 장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드레퓌스 혹은 참을 수 없는 진실 (Dreyfus ou l’Intolérable

Vérité)> (1975)에서 채득했다.

21) 필름 번호는 Star Film Catalogue에 부여된 것이며 이하 설명은 워윅 상사의
Warwick Film Catalog에 기술된 내용이다.
22) Jacques Malthête, “Méliès et l’Affaire Dreyfus”, in Roland Cosandey,
Miscellanées Méliès (Cinémathèque suisse, 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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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드레퓌스 사건 (L’Affaire Dreyfus)> (1899).
연번 필름번호
영문제목
불문제목
Dictée du bordereau
1
206
Arrest of Dreyfus, 1894
(arrestation de Dreyfus)
The Degradation of Dreyfus
2
216
La Dégradation
in 1894
Dreyfus at Devil's Island— La Case de Dreyfus à l'île du
3
207
Within the palisade
Diable
Dreyfus Put in Irons—Inside Dreyfus mis aux fers (la double
4
208
Cell at Devil's Island
boucle)
5
209
Suicide of Colonel Henry
Suicide du colonel Henry
Landing of Dreyfus from
Débarquement de Dreyfus à
6
210
Devil's Island
Quiberon
Entrevue de Dreyfus et de sa
7
211
Dreyfus in Prison of Rennes
femme (prison de Rennes)
The Attempt Against Maitre
8
212
Attentat contre Me Labori
Labori
The Fight of Journalists at
Suspension d'audience
9
213
the Lycee
(bagarre entre journalistes)
Le Conseil de guerre en
10 214-215 The Court Martial at Rennes
séance à Rennes
Officers and Dreyfus
Dreyfus allant du lycée de
11
217
Leaving the Lycee
Rennes à la prison

1. “명세서 받아쓰기(드레퓌스의 체포)”
뒤파티 드 클랑은 명세서의 손글씨와 같은 지 확인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드레퓌스 대위에게 그가 부르는 글을 적도록 요청했다. 그는 드레퓌스의
초조함을 발견하고 명세서의 장본인이라는 사유로 드레퓌스를 체포한다.
드 클랑은 드레퓌스에게 권총을 건네며 자살할 것을 종용한다. 드레퓌스는
권총을 거부하며 그런 겁쟁이 같은 방법은 필요 없이 자신은 결백하다
주장한다. 그는 곧바로 코체포르의 지시에 의해 체포된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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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ictée du bordereau

(arrestation de Dreyfus)

2. “박탈식”
파리의 군사학교 연병장에 사방으로 군대가 집결해있다. 박탈식을
지휘하는 부관은 선고문을 읽은 뒤, 불명예를 주장하는 드레퓌스 대위의
군복에 있는 모든 단추와 장식끈, 장신구를 떼어버린다. 드레퓌스에게
처음으로 가한 모멸적인 행사의 시각적 재현이었다.
3. “악마의 섬에 수감된 드레퓌스”
이 장면은 울타리 안쪽에서 시작하여 돌 위에 앉아 고민하는 드레퓌스를
보여준다. 보초가 들어와 그의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드레퓌스에게
전달해 준다. 그는 그것을 읽고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대답은 거절당한다.
정부의 엄격한 명령에 따른 것으로 드레퓌스는 매우 낙담하게 된다.

[그림 6] La Case de Dreyfus à

l’île du D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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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족쇄에 채워진 드레퓌스(이중버클)”
드레퓌스가 갇힌 오두막 내부를 보여준다. 이 장면은 밤을 찍은 것으로
감방 창문으로 달이 보이고 있다. 두 보초가 살며시 들어와 드레퓌스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간다. 그들은 그를 깨워 프랑스 장관 르봉이 그에게
족쇄를 채우는 명을 내렸다는 것을 읽어 준 뒤 곧바로 이를 수행한다.
드레퓌스는 그 조치에 격렬히 저항하지만 듣지 못한 척한다. 병장과
보초는 랜턴을 들고 오두막 구석을 살핀 뒤 떠난다.

[그림 7] Dreyfus mis aux fers (la

double boucle)

5. “앙리 대령의 자살”
앙리 대령이 수감되어 있는 파리의 쉐르쉐 미디 군교도소의 감방 내부를
보여준다. 그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다 쓴 뒤, 망토에 숨긴 면도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의 목을 긋는다. 그의 자살은 간수병과 장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림8] Suicide du colonel Henry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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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레퓌스의 퀴베롱 상륙”
브레타뉴 알리퀸(퀴베롱) 항구의 한 구역에 늦은 밤, 드레퓌스가 악마의
섬로부터 그를 송환한 해군과 장교들과 함께 상륙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당국과 장교, 경찰의 영접을 받은 뒤 렌으로 가는 기차역에 가기
위한 안내를 받는다. 이 짧은 장면은 영화에서 뚜렷하게 보이듯이 어둡고
비 내리는 밤을 재연하였다. 그 효과는 생생한 번개의 섬광으로 최고에
이르는데 영화에는 처음 도입된 것이었다.

[그림 9] Débarquement de

Dreyfus à Quiberon

7. “드레퓌스와 아내의 만남(렌의 감옥)”
드레퓌스가 수용된 렌의 군사감옥 감방을 보여준다. 그는 변호인 라보리와
드망주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내의 면회가 안내되었고 누군가가
들어온다. 부부의 만남은 참으로 애처롭고 감동적이다.

[그림 10] Entrevue de Dreyfus et

de sa femme (prison de R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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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보리에 대한 암살시도”
라보리가 피카르 대령, 렌의 시장 가스트와 동행하여 다리에 가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한 남성에게 미행당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카르 대령은
라보리에게 주의를 준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가까이 온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마침내 그들이 등을 돌리자 남자는
리볼버 권총을 꺼내어 라보리에게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쓰러뜨린다.
범인은 도망치고 피카르 대령과 가스트로부터 추격을 받는다.

[그림 11] Attentat contre Me Labori

9. “방청객 출입금지(기자들의 싸움)”
군사재판의 재판 중 휴식시간에 기자들이 들어와 토론을 한다. 그러다
아르튀르 메이에르와 세브린느양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지팡이와 의자가 머리를 오가고
법정은 경찰들에 의해 결국 비워지게 되었다.

[그림 12] Suspension
d’audience (bagarre entre
journalistes)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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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렌의 군사재판”
이 장면은 렌의 학교에서 벌어진 드레퓌스 대위의 군사재판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에는 드망주와 비서만이 착석해 있다. 다른 변호사들과
속기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병장은 요아우스트 대령과 다른 장교들
일곱으로 구성된 군사재판의 재판장, 속기사들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다섯 명의 배심원도 배경에 보인다. 왼편으로는 코르디에 중령과 부관
코푸아가 그들의 속기사와 경찰과 함께 있었고 오른편에는 드망주와
라보리 그리고 비서진들이 보인다. 요아우스트 대령은 헌병에 지시하여
드레퓌스를 들여보낸다. 드레퓌스는 입장하여 법정에 경례를 하고
경찰대장를 따라 간다. 그들은 판사 앞으로 지정된 자리에 착석한다.
요아우스트 대령은 드레퓌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드레퓌스는
기립하여 대답을 한다. 그리고 그는 부관에게 첫 목격자인 메르시에
장군을 불러오게 한다. 메르시에는 그의 증언이 길기 때문에 의자를
요청하고 경찰에 의해 전달받게 된다. 앉은 자세로 그는 증언을 시작한다.
활발한 토론과 교차질문이 요아우스트, 메르시에 그리고 드망주 사이에서
오간다. 드레퓌스 대위는 흥분하여 일어나 소송과정에 대한 격렬히
항의한다. 이 장면은 재판에 대한 가장 믿음직한 묘사를 통해 소송과
관련된 서른 명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완벽한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Le Conseil de guerre en séance à R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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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렌의 학교를 떠나 감옥으로 향하는 드레퓌스”
그 유명한 드레퓌스의 군사재판이 열렸던 렌의 학교 외관을 보여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두 줄로 사열한 프랑스 병사들 사이로 재판이 끝나
퇴장하는 프랑스 참모들을 보여준다. 드망주와 라보리의 모습 역시
화면에 잘 나타난다. 그리고 꽤 길게 드레퓌스 대위가 등장하는 것이
보이며 경감과 동행하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

[그림 14] Dreyfus allant du lycée de Rennes à la prison,
Still from Dreyfus ou l’Intolérable Vérité (1975).

일부 결본이 되었지만 현재 공개된 영화와 설명문을 통해 <드레퓌스
사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드레퓌스의 자서전과 다른 사료를 통해
내용을 비교해보면 <드레퓌스 사건>이 충실하고 사실적으로 사건을
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아침은 맑고 추웠다. (...) 사무실에 들어가는 중에 나를 기다린 듯한
피카르 소령의 영접을 받았는데 상시 점검을 받았던 장교 동료들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 피카르 소령은 나를 작전 참모실로 데려갔는데 뒤파티
뒤 클랑이 나를 접견하여 매우 놀랐다. 민간인 복장을 한 세 사람도 함께
있었다.

뒤 클랑은 내게 편지를 대필해줄 것을 부탁했고 나는 책상에 앉아 따라
적기 시작했다. 그는 내 손을 주시하며 내가 떨고 있다는 말을 했다.
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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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는 떨지 않았지만 날씨가 추웠다고 대답하며 의연하게 쓰기를
이어나갔다. (...) 받아쓰기를 다 마치자 뒤 파티는 일어나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당신은 중대한 반역 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하였다. (...) 나는 몸수색을 당했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앙리 소령이 나를 군교도소로 데려갔다.23)

박탈식은 1월 5일 토요일에 행하여졌다. 나는 지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약해지지 않았다. (...) 네 명의 보초병과 상병의 인솔을 받아 광장 중앙을
행군하였다. (...)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부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똑바로 서 있었다. 곧 선고문이 낭독되었고 나는 부대를 향해
“병사들이여, 그들이 무고한 사람을 강등시키고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 프랑스 만세! 군대 만세!”라고 외쳤다.
공화국 경비대 병장이 나에게 다가와 재빠르게 단추, 바지 장식, 모자와
소매의 계급장을 떼어버렸고 내 검을 무릎으로 동강내어버렸다. (...)
나는 공포에 발작할 것 같았지만 똑바로 서서 머리를 높게 들고 재차
“나는 결백하다!”고 외쳤다. 행진은 계속되었다. 나는 강제로 광장 전체를
돌아야했고 군중들의 고함을 들어야 했다.24)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인 “명세서 받아쓰기(드레퓌스의 체포)”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드레퓌스 본인의 회고와 일치하고 있으며 권총
자살 권유의 경우 다른 저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25) 박탈식 역시
설명문과 당대의 기사, 그림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 실제와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악마의 섬에 수감된 드레퓌스”와 “족쇄에 채워진 드레퓌스”는 2
23) Alfred Dreyfus, Nicholas Halasz trans., Five Years of My Life (New
York: Peebles Press, 1977), pp. 40-41. 이하 번역은 필자의 것.
24) Ibid., pp. 65-66.
25) 니콜라스 할라스, 황의방 역,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집단히스테
리』 (파주: 한길사, 2015),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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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분량을 할애했다는 점에서 “렌의 군사재판”만큼이나 멜리에스가
중요하게 여긴 대목이었다. 다음은 드레퓌스의 유배지 생활의 회고
내용이다.

나는 세달 간격으로 아내가 보내준 책 몇 권을 받았고 신체적인 구속은
없었다. (...) 9월 4일 간수는 식민부 장관 르봉(Lebon)으로부터 내
오두막에 대한 24시간 감시와 더불어 야간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채우도록
명령 받았다. (...)

오두막은 8피트가 넘는 높은 말뚝 울타리로 둘러져있었고 그 사이 공간은
5피트도 되지 않았다. (...) 모든 것이 시야에서 가려졌다. 약 세 달간의
완벽한 감금이 지나고 두 겹의 울타리 사이에 낮에 무장한 보초를 동반하여
산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늘도 구름도 없었고 오로지 뙤약볕만
내리쬐는 곳이었다.26)

두 장면 역시 드레퓌스의 회고와 일치하고 있다. 족쇄의 모양은 물론이고
야간에 족쇄를 이용한 신체구속이 행해졌다는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고증은 “드레퓌스의 퀴베롱 상륙”에서도 드러난다.
스팍스(Sfax)호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오후 7시쯤 멈추었다.
날은 어둠침침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 악천후로 인해 증기선이 더
가까이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매우 거칠었고 돌풍이 불었으며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 밤은 길었고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바다는
보다 잔잔해졌다. 새벽 2시 30분에 우리는 포트 후링젠(Port-Houliguen)
에 상륙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헌병대장과 두 명의 헌병경찰이
동승한 마차를 탔고 역으로 가서 기차에 옮겨 탔다.27)

26) Dreyfus, Five Years of My Life, pp. 195-197.
27) Ibid.,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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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임을 자랑했던 번개의 섬광은 [그림 9]에서 또렷이 보이는데
드레퓌스의 회고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날씨였다는 상륙당일의 기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인물들의 묘사에 있어서도 공무원, 해군, 경찰의 의상을
활용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을 분명히 한 점도 언급할 수
있다.
더불어 멜리에스는 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여 드레퓌스 사건을 재현하기도
했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방청객 출입금지”는 라보리의 저격 사건을
전해들은 재판장의 방청객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란을 재현한
것이었다.
“오늘 드레퓌스의 군사재판에 개회하면서 가장 큰 소란이 라보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전달되며 발생했다. 유명한 작가인 세브린느양은 반유대주의
일간지 《르 골루아 (Le Gaulois)》의 편집인 메이에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뒤 잔뜩 흥분하여 쓰러져 퇴장했다. 경찰은 소동을 염려하여
서둘러 지팡이와 양산을 압수했다. 라보리 사건으로 법정의 개회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 공포가 강했던 나머지 (...) 기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후략)”28)

초기 영화는 활동사진으로도 불렸으며 일상적인 모습을 담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멜리에스를 거치며 다양한 연출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소재 역시 다양해졌고 심화된 내용과 서사를 담는 매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자연스럽게 제3공화정 시기 신문과 소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는 문자 그대로
‘움직임(cinétique)의

필사기(graphe)’였고

파테사의

뉴스영화사는

사명을 ‘파테 저널 (Pathé-Journal)’로 명명한 것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28)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899.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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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9) 장르적으로도 기록영화는 ‘실제, 소식’을 뜻하는 Actualité로
사용되었고 1926년에 들어서면서 문서, 기록을 의미하는 Documentaire
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영화 역시 문서와 같은 기록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방증이었고 현실의 재현(reconstituée)을 통해
제작자의 생각 또한 담아낼 수도 있었다.

2. <드레퓌스 사건>의 영상 텍스트 분석
멜리에스는 각종 매체의 이미지와 실제 재판이 벌어지는 렌 답사를
토대로 ‘최대한 사실적인’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열 한 개의 무대를
재현했다. <드레퓌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필모그래피를
현실과 동떨어진 마술과 환상영화로만 단정 짓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대중들을 위해 모든 장르의 영화를 다 만들었다는 회고가 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처음부터 나는 모든 장르를 다루고자 했다. 역사영화, 극영화, 코미디,
재구성된 뉴스릴, 오페라 (...) 전쟁영화, 신화영화 등등.”30)

멜리에스가 1899년 제작한 <드레퓌스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당하여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최초의 영화였고31) 한 영화연구자는
<드레퓌스 사건>이 최초의 정치적 현실참여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32) 더불어 둘째 부인과 손녀의 증언에 따르면 멜리에스가 일찍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9) Elizabeth Ezra, Georges Méliè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0), p. 72.
30) “From the beginning, I addressed all genres: historical films, dramas,
comedies, reconstructed actualities, operas, (...) war films, mythological films, etc.”: Matthew Solomon, Disappearing Trick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0), p. 57.
31)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 293.
32) Sadoul, (1970), p. 28. Ezra, Georges Méliès, p. 6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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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에스는

드레퓌스파였고

불랑제주의에

반대했어요.

음,

반교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유로운 지식인이었어요.” (부인 달시
(Jehanne D’Alcy))33)
“처음에는 드레퓌스 사건에 흥미를 보이시다 분노하시더니, 결국
연민을 느끼게 되셨어요. 정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수순으로
드레퓌스를 구하고자 하셨어요.” (딸 마들렌(Madeleine Méliès))34)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인 <드레퓌스 사건>이 문제적 인물이었던
드레퓌스를 등장시켰다는 점 외에 어떻게 멜리에스의 ‘드레퓌스주의’
성향을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맥락과 영화 내부적 장치들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자.
우선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선정된 사건의 구성에서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드레퓌스 사건>은 사건의 주요 분기 중에서 드레퓌스
대위의 체포와 박탈식, 악마의 섬으로의 유배, 앙리 대령의 자살, 재심을
다루고 있었다. 만약 <드레퓌스 사건>이 반드레퓌스주의적 기획에
의해 제작되었다면 드레퓌스의 간첩 행위를 가장 처음으로 재현했을
것이다. 반면, 1898년 1월 진범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은
드레퓌스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었지만 영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드레퓌스 사건>은 오롯이 드레퓌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벌과 그 재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멜리에스는 카메라의 눈으로
드레퓌스 사건을 재구성하였지만 앙리 대령의 자살 사건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드레퓌스가 경험한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로 <드레퓌스 사건>의 연출 부문에서 멜리에스가 드레퓌스를
33) Georges Sadoul, Georges Méliès (Paris: Seghers, 1961), p. 166. Hammond, Marvellous Méliès, p. 72 재인용.
34) Bottomore, “Dreyfus and Documentary”,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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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명세서 받아쓰기”의 한
장면으로 드레퓌스는 화면 밖에서 왼쪽의 문을 통하여 입장하고 드 클랑
(Dupaty du Clam)의 지시에 따라 명세서를 받아 적는다. 이 때, 드레퓌스
역 배우는 화면 가운데에서 줄곧 연기를 펼치는데 그 위로 ‘월계관을 쓴
아폴론(Apollon)’의 흉상조각이 배치되어 있다. 아폴론은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이성’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자주 인용되는 소재였다.35) 앞서
멜리에스가 시사만평가로 활동했던 이력을 떠올려본다면 이와 같은
미장센(Mise-en-Scène)36)의 연출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멜리에스는 이성의 상징인 아폴론과 드레퓌스를 동치 시킴으로써 사건의
최초 발단부터 이미 위조문서와 필적감정이라는 유사과학의 이름을 빌린
‘비이성적인’ 사건이었음을 상징적으로 풍자·비평하고 있었다.
또한 악마의 섬으로 유배를 보내진 드레퓌스의 모습은 두 에피소드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연출했고 좌절하고 무기력해하는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고 있다. 멜리에스는 악마의 섬에 갇혀있던 드레퓌스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을 오래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연민을 불러오고자 했을 것이다. 악마의 섬 에피소드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그림 8]과 같이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앙리
대령의 자살”이다. 드레퓌스의 유죄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앙리(Joseph
Henry)는 혐의가 탄로나 조사를 받고 투옥된 상태로 자살을 했는데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이 일화를 재현한 것은 의도적인 편집과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 드레퓌스는 가장 처음 에피소드에서 자살을
권유 받았지만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지옥 같은’ 수감생활을 인내한
끝에 무고를 밝힐 수 있는 재심에 다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멜리에스는
자살에 대한 서로 상반된 선택을 한 두 인물간의 대비를 통해 드레퓌스의
35) 윤일권, 김원일,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문화』 (서울: 알렙, 2015),
94-97쪽.
36) 미장센은 ‘장면(화면) 속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하
였다. 이 말은 그동안 유럽에서 우리말의 ‘연출’에 해당하는 연극 용어로 쓰여
져 왔다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생각해내고, 화면 속에 배치함으로써 하
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영화 용어로 정착하였다. 한국문학
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서울: 국학자료원, 2006),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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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함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은 렌의 고등학교에 당도한 드레퓌스(중앙)가 그의 변호사
라보리(Ferdinand Labori, 좌)와 드망주(Edgar Demange, 우)를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때 흥미로운 사실은 드레퓌스의
전담 변호사였던 라보리 역할을 멜리에스 본인이 수행했다는 것이다.37)
많은 영화에서 멜리에스는 감독과 동시에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연기를 했지만 드레퓌스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화감독이 배우로서 자신을 변호사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드레퓌스에 대한 지지 그 자체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더하여 뒤이은 에피소드는 반드레퓌스주의자에게 라보리가 저격당하는
사건을 재현하고 있었다. 라보리는 당시 공격적인 변호와 독특한 외모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저격당한 그의 건강상태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속속들이 보도될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38)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라보리는 자신의 문서가방을 몸으로 덮어가며 서류를
탈취해 가려는 시도를 막았고 이 장면은 [그림11]처럼 멜리에스에
의해서 열연되었다.39)
마지막으로 <드레퓌스 사건>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은 “렌의 군사재판”
이 차지하고 있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재심을 위해 군복 착용을 허락
받은 상태로 입장하며 절도 있는 군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의 앵글은 드레퓌스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다.
얼굴의 측면 초상화는 “프로필(Profile)”이라는 어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해부학적으로 서양인의 얼굴은 측면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미술 장르로 들어설 수 있었고 인물의 소개라는
의미로 ‘프로필’ 개념이 사용된 것도 이러한 특징에 유래하고 있었다.40)
37) Ezra, Georges Méliès, p. 79.
38)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899. 08. 15.).
39) 할라스, 『나는 고발한다』, 413-414쪽.
40)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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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레퓌스가 있는 오른편의 등장인물들의 경우 과도한 빛에 노출되어
얼굴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밝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멜리에스는 의도적로 주인공인 드레퓌스의 프로필을 충분한
조명으로 비추어 연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달리 에피소드의 중반부부터
드레퓌스의 유죄를 증언을 시작하는 메르시에(Auguste Mercier, 중앙)
의 경우 의자에 앉은 채 등을 보여주고 있다. 드레퓌스와 달리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그에게 관객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재판의 후반부에서 드레퓌스는 변론과 증언이 오가던 중 기립하며
단호한 동작으로 항의를 제기하게 된다. 그 모습은 다리의 피로를 핑계로
앉아서 증언을 한 메르시에의 자세와 대비를 이루며 당당한 태도를 통해
드레퓌스의 결백을 드러내고자 한 멜리에스의 의도적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당대 프랑스 신문의 독특한 성격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정치기사는 신문의 주요소재였고 이에 더하여 신문
내 연작소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대중 독자층은 그 저자들마저도
국민적 정치문제로 끌어들였다. 실제로 영화가 짧은 11편의 ‘연작’
형태로 기획된 것은 신문의 연재소설과 상당히 흡사했다. 또한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하는 것 외에 이를
자세히 검토·분석하고 해설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가미하여 범죄사건
보도에서 절정을 이루는 프랑스 저널리즘의 르포적 특성이41) <드레퓌스
사건>에 잘 녹아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은 신문기사와
연재소설과 같이 사건을 기록하고 드레퓌스에 대한 옹호와 재심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부정을 고발하는 현실참여의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드레퓌스 사건>에는 영화가 은막 속에 제한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포착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방청객
출입금지(기자들의 싸움)”는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로 나뉘어
41) 임종권, 『프랑스 지식인의 세계』 (서울: 여울목, 2016), 8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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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기자들을 ‘제4의 벽’까지 깨트리며 화면 밖으로 퇴장하도록
연출되었다. 그 결과 관람객들은 드레퓌스 사건의 재심과 선고결과에 대해
드레퓌스적-반드레퓌스적 입장을 견지하고 기술하는 기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오롯이 영화적으로 재현된 재판의 장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장의 방청객으로, 사건의 목격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멜리에스가 영화의 문자기록에 대한 보완-대체적인 기능과 호소력 같은
잠재적인 힘을 이미 목도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드레퓌스 사건> 이후에도 멜리에스는 환상적인 픽션과 역사적 사건,
인물을 소재로 현실을 풍자하는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Ⅳ. 영화적 현실참여 담론의 확장
멜리에스의 일부 영화들은 사회 풍자와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900년 작 <연합국 대 중국 (Le Congrès des Nations en Chine)>
은 중국에서의 갈등을 비유적으로 재현하고 있었고 ‘의화단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당대 유일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42) 영화는 중국이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겪고 있음을 종이가
찢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
탈출’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었다.43)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달나라 여행
>에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표현되었다고
42) 필름은 소실되었지만 카탈로그를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마술사
가 동맹국들의 깃발에서 오려낸 둥근 조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깃발에
서 각국 병사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국인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중국인을 때리더니 그를 조각내어버리려고 한다.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중국인이 아이와 같은 순진한 얼굴을 하며 풍선을 타고 도망치는 장
면이다. Jacques Malthête, 158 Scénarios de Films Disparus de Georges
Méliès (Paris: Association “Les Amis de Georges Méliès”, 1986), p.
36. Stephen Bottomore, “Filming, faking and propaganda: The origins
of the war film, 1897–1902” (Utrecht University Repository, 2007), p.
XIII.13 재인용.
43) Ibid., p. XII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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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솔로몬은 중반부에서 벌어진 달나라
사람(Selenite)과 인간 탐험가 간의 갈등을 통해 식민주의적 침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도망치듯이 지구로 귀환한 탐험가들을 위해
해군복을 입은 여성들이 축전을 여는 역설적인 연출을 통해 제국주의적
욕망을 비꼬고 있다고 보았다.44) 1907년 <해저에서 (Deux Cents Milles

sous les mers ou le Cauchemar du pêcheur)>의 경우 쥘 베른(Jules
Verne)의 『해저 2만 리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1870)를
패러디한 것이었지만 원작에 있는 제국주의 옹호와 반대되는 해학적인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45) 같은 해에 제작된 <라망쉬 터널(Le
Tunnel sous la Manche ou le Cauchemar anglo-français)>은 당시
실제로 논의되었지만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문제로 중단된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잇는 해저터널의 건설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멜리에스는
마술과 환상이 담긴 영화를 제작하면서도 세상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
500편이 넘는 필모그래피 중에서 조르주 멜리에스 스스로가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문명의 역사 (La Civilisation à travers les âges)>
(1908)는 제목과 반어적으로 범죄와 폭력의 세태를 드러내는 야심찬
작품이었다.46) 현재 <문명의 역사> 필름은 소실되었지만 스타필름의
카탈로그와 그 설명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 영화는
16개의 필름을 사용한 1,000피트 길이, 1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47) 영화 설명내용의 출처는 스타필름 카탈로그이며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문명의 역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4) Matthew Solomon eds., Fantastic Voyages of the Cinematic Imagination
(New York: SUNY Press, 2011), pp. 9-12; David Sandner, “Shooting for
the Moon: Méliès, Verne, Wells, and the Imperial Satire”, Extrapolation,
39(Kent: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45) Hammond, Marvellous Méliès, p. 64.
46) Jakeman eds., World Film Directors vol.1 1890-1945 (New York: The
H.W. Wilson Company, 1987), p. 757.
47) Star Film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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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인과 아벨. 최초의 범죄, 기원전 4000년 (Cain and Abel. The first
crime, 4000 B. C.)”
가장 첫 장면은 카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끔찍한
범죄가 끝나자 카인은 죄책감에 짓눌려 정의와 복수로부터 쫓긴다고
상상하며 스스로 외롭고 인적 드문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된다.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고 신앙심 넘치는 프뤼동(Pierre Paul Prud’hon)의 걸작 “
죄악을 뒤쫓는 정의의 여신과 복수의 여신”을 재현한 것이다.

[그림 15] Cain and Abel. The

first crime, 4000 B. C.
2. “드루이드.48) 인신공양, 기원전 500년(The Druids. Human Sacrifice.
500 B. C.)”
신성한 겨우살이를 수집한 뒤, 그들의 종교 의례에 맞추어 드루이드들은
신성한 수호를 외치며 인신공양을 옛 브리타뉴의 오래된 오크나무 밑에서
올렸다.

3. “네로와 로쿠스타. 노예 독살, 서기 65년(Nero and Locust. Slave
Poisoning. 65 A. D.)”
네로와 로쿠스타는 노예들을 독살했고 그들은 그 고통으로 눈요기를 했다.
그와 동시에 신체에 독이 얼마나 끔찍한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48) 고대 켈트인의 신앙을 담당한 성직자. 기원전 7세기경부터 명확히 모습을 나
타낸다. 기원전 1세기의 『갈리아 전기』에 의하면, 드루이드는 귀족층에 속
하며 희생, 재판, 점성, 민중교화 등을 담당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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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마의 카타콤. 기독교인 박해, 서기 200년(Catacombs of Rome.
Persecution of Christians. 200 A. D.)”
일찍이 로마의 기독교도들은 새로운 미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피해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자 카타콤에 모였다. 로마
보병들이 갑자기 은신처에 들이닥치고 재물과 신자들을 콜로세움으로
데려와 맹수들에게 먹이로 주었고 그들은 황제에게 휴가를 받았다.

[그림 16] Catacombs of Rome.

Persecution of Christians. 200
A. D.
5. “채찍질, 서기 1400년(Scourging with Cat-o’Nine-Tails. 1400 A.
D.)”
중세동안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광장에서의 채찍질 형벌이 내려졌고
광장은 대중들의 웃음과 욕설로 가득했다.

6. “루이11세 치하 교수대, 서기 1475년(The Gallows under Louis XI.
1475 A. D.)”
루이11세의 재위기간 교수대는 프랑스 전역에 있었다. 사형집행이 너무
잦았던 나머지 사람이 죽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7. “종교재판. 고문실, 서기 1490년(The Inquisition. The Torture
Chamber. 1490 A. D.)”
교회의 추종자들은 반항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관리했다. 잔혹함에
있어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장 토르케마다(Tomas de Torquemada)를
능가하는 자가 없었다.
http://www.homomigrans.com

65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Vol.21(Nov. 2019)

8. “야습. 주님과 불한당들, 서기 1630년(A Nocturnal Attack. Lord’s
and Ruffians. 1630 A. D.)”
17세기 도시의 길가는 조명이 어두웠고 약탈꾼들은 희생양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 사진은 파리에서의 강도 범죄를 주요 모티브로 하여
불행한 그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A Nocturnal Attack.
Lord’s and Ruffians. 1630 A. D.

9. “오늘날의 길거리 싸움, 서기 1906년(Modern Times Street Fight.
1906 A. D.)”
요즘에는 길가의 불빛이 화려하고 경찰도 많지만 폭력배들은 종종 한적한
길가에서 사람을 때려눕힐 태세를 갖춘다. 이 에피소드는 경찰이 없을 때
공격을 했다가 발각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림 18] Modern Times Street

Fight. 1906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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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헤이그 평화 회담, 서기 1907년(The Hague Conference. 1907 A.
D.)”
이 장면은 헤이그 평화 회담에 대한 우스운 풍자이다. 위원들은 군축을
주장하지만 회의는 혼돈에 휩싸이고 연설가는 난투를 벌이며 싸우는
광경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부상자들은 비틀거리며
궁전 계단을 내려온다.

[그림 19] The Hague Conference.

1907 A. D.
11. “평화 회담의 승리(The Triumph of the Peace Congress.)”
마지막 장면은 평화 회담의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신은 전장에서
죽고 다쳐 널브러진 병사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 불이 타오르는
칼과 다리에 대포를 찬 ‘파괴의 천사’가 나타난다.

[그림 20] The Triumph of the Peace Congress.
(출처: Hammon, Marvellous Méliès.; Frazer, Artificially Arranged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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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에스의 <문명의 역사>는 헤이그 평화 회담을 분기로 유럽의 신화와
역사에서 폭력적인 부분들을 차용하여 영화를 구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회고를 통하여 멜리에스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충돌은 일찍이 멜리에스가 《라 그리페》의 시사만평에서도 다룬 바
있는 주제였고 영화감독이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평화의 메시지를 영화
속에 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인과 아벨에서 시작한 인류 폭력의
역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평화’ 회담의 결과가 ‘폭력’으로,
‘승리’가 ‘죽음’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를 통하여 시대상에 대한 풍자와
경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림 20]과
같이 해골과 시체, 부상병으로 생긴 언덕을 내려다보는 신과 천사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회담의 한계를 예언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명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명무실해진 헤이그 평화 회담과
결과를 미리 내다본 멜리에스의 ‘묵시록’이 되었다. 하지만 영화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상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 무빙 픽쳐 월드》의 공식
개봉작의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편집진의 후기가 일부 발견되어
미국에서 <문명의 역사>가 상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명의 역사>는 매우 정교하고 매우 유익하다.”
“<문명의 역사>는 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관심을
그려내고 있다.”49)

하지만 미국의 영화시장은 동전 한 닢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니켈로디언(Nickelodeaon) 극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때였고
즐거운 여흥거리로 통용되었던 대부분의 기존 영화와 달리 무겁고
비관적인 결말을 가진 <문명의 역사>는 미국의 일반대중들을 비롯하여
극장주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웠던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문명의
역사>는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공식적인 배급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상영된 <문명의 역사>는
49) The Moving Picture World (1908. 05. 02.), p. 392; Ibid., (1908. 06. 06.),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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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폭력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50)
<문명의 역사> 이후에도 멜리에스는 <북극의 정복 (À la conquête du
Pôle)> (1912)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약 30분 길이의 영화는 쥘 베른의 소설 『해터러스 선장의 모험
(Voyages et aventures du capitaine Hatteras)』 (1866)과 서로
북극점에 먼저 도달했다고 주장했던 탐험가 프레더릭 쿡(Frederick
Cook)과 로버트 피어리(Robert Peary)의 논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북극의 정복>은 “국제항공협회”에서 극지방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북극 탐험에 최적화된 운송수단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제작된 “에어버스(Airbus)”는 영국인 “런-에버(Run-Ever)”,
미국인

“블러프-알로-빌(Bluff-Allo-Bill)”,

(Choukroutman)”,

스페인인

독일인

“세르베자(Cerveza)”,

“초크로트만
중국인

“칭춘

(Tching-Tchun)”, 일본인 “카코쿠(Ka-Ko-Ku)” 그리고 탐험대장인
프랑스 교수 마불(Maboul)이 함께 북극으로 향하게 된다. 몇몇 탐험가들은
다른 수단을 선택하여 도달에 실패하고 만다. 북극에 도달한 탐험가들은 “
눈거인(Snow Giant)”을 만나 사투를 벌인 끝에 북극점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북극의 자력에 끌어당겨지고 꼼짝을 못하다가 뒤늦게 도착한
비행선에 구조된다. 귀환한 탐험가들은 환대를 받는다.51)

<북극의 정복>은 멜리에스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후기작이었다.52) 하지만 멜리에스의 연출력과 풍자성도
함께 포착되는 영화였다.

50) Leyda, Kino, p. 29.
51) FilmArchives online. (http://www.filmarchives-online.eu/viewDetail
Form?FilmworkID=3248159389ac8a06fcdeb36e88409d2b&content_
tab=eng) (검색일: 2019. 10. 09.). 번역은 필자의 것.
52) Ezra, Georges Méliès, p. 1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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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À la conquête du Pôle.
(이하 출처: https://archive.org/)

[그림 21]과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항공클럽”의 북극
탐험대 일원에는 중국과 일본 출신의 ‘동양인’ 역시 선발되었다. 비록
이 둘은 북극에 당도하지 못했지만 멜리에스에 의해 국제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À la conquête du Pôle.

환상적인 비행 끝에 북극에 당도한 탐험대는 [그림 22]의 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눈거인’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겁을 먹고 먼저 눈거인을
향해 총을 쏘고 눈을 던지며 공격을 가한다. 탐험대의 공격에 눈거인은
이들을 제압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대원 중 한명이 왼편에 보이는 개틀링건
(Gatling Gun, 최초의 기관총)을 쏘며 공격을 재개하고 눈거인은 포탄
세례에 삼켰던 대원을 뱉으며 퇴장한다. 탐험대의 선제적 사격행위는
<달나라 여행>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문명의 역사>에서도 활용된 대포,
군복과 같은 제국주의·식민주의적 폭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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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누락과 동양인의 탈락은 오히려
식민지 보유국이었던 주요 열강 출신 탐험대원의 국가만(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남겼다는 점에서 의도한 연출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림 23] À la conquête du Pôle.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면 눈거인을 물리친 탐험대가 마침내 북극점으로
보이는 지점에 도착한다. 이들은 [그림 23]의 왼편과 같이 기뻐하며 한데
뭉쳤지만 각자의 국기를 꺼내어 땅에 꽂는 순간 강한 자성에 이끌리게
되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북극점에 붙잡히고 만다. 옴짝달싹 못하던
탐험대는 곧 얼음이 쪼개지며 물에 빠지고 만다.

[그림 24] À la conquête du Pôle.

마불은 [그림 24]의 왼편에서 보이듯이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구조요청을
보내고 근처를 지나던 비행선이 그들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탐험대가 떠난
자리에는 오른쪽과 같이 펭귄과 새, 물개가 등장하며 빈 공간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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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서의 일화는 마무리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의 팀으로 뭉쳤던
탐험대원들이 각자의 국기를 세우는 순간 자력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강제로 붙게 되고 바다에 빠지는 연출에 있다. 앞서 멜리에스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문제를 비판할 때 국기를 통하여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평을 실은 바 있었다.53) 북극점 당도를 표시하기 위해 국기를
꽂는 탐험가들의 행위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정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차가운 물속으로의 입수라는 실패로
귀결되었고 북극에 보다 잘 어울리는, 혹은 북극의 ‘원주민’이었던
동물들로 탐험대의 빈자리를 메꿈으로써 멜리에스는 북극을 정복되어야
할 주인 없는 땅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재정립했다.
실패를 거듭하며 구조된 마불과 탐험대는 <달나라 여행>과 같이
실제 결과와는 다른 환대를 받으며 등장하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멜리에스의 <북극의 정복>은 제국주의적 정복행위의
무의미함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었고 식민지 경쟁에서 비롯한 유럽의
외교 갈등에 일침을 가하고 있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눈거인을 향해 발사했던 개틀링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은 참호전
(Trench Warfare)을 만든 주범이 되었고 유럽의 정복행위는 로컬리티가
발현되며 극복되었다는 점에서 멜리에스의 <북극의 정복>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공간과 인종주의, 지식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에
상통하는 부분도 존재한다.54) 탐험대의 지도자 이름인 “Maboul”의 사전적
의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점과 함께 영화를 독해해 본다면 그 의
자랑스러운 북극 정복은 이성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서구 열강의
‘광기어린’ 식민주의적 침략과 제국주의적 기만을 조롱하고자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3) Solomon, edt., Fantastic Voyages of the Cinematic Imagination, pp.
9-12.
54) 육영수, 「푸코와 (탈)식민주의: 공간·지식·역사」, 『 한국사학사학보』,
36(2017), 358-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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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유럽의 반유대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적 소산물이었지만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그 조직적인 선전이 본격화 된 것은 프랑스 제3공화정의
전반기 드레퓌스 사건을 기점으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부정과 거짓으로부터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일련의 지식인의 존재 덕분에 어느 정도 자정될
수 있었다.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고 투쟁하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식인의 성과는 글을 통해서 파리,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그들의 문장은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숭고하고
지적인 활동이었기에 지금도 일독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
3공화정 전반기는 시각적 스펙터클이 극도로 발달하여 문자의 위상을
위협하던 시기였다. 눈짓만으로도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던 이미지의 힘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널리 확산될 수 있었고
프랑스의 대중들은 시각문화에 익숙해져갔다. 이미지를 통한 정치선전은
드레퓌스 사건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량의 이미지가 생산·배포되기 시작한 때 역시
제3공화정 전반기였다. 그리고 예술가들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부당한
현실에 참여했다. 하지만 예술가-지식인들의 활동은 문자로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소평가 되거나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다. 오히려
예술가들의 현실참여는 제3공화정의 억압적인 검열정책과 보수적인
예술계의 장막 속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문장가지식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계 자체의 큰 전환점이 되는 때였다. 회화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매체의 등장과 발전은 인간의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격변이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그 과도기를 마술사, 시사만평가,
영화감독으로 살았던 예술가였고 세계영화사에 있어 초기영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감독으로서 요정의 나라, 공상과학의 세계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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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영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멜리에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행적과 작품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현실참여 지식인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영화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고발했지만 검열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후 영화감독으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극적인 내러티브와 연출방법을 활용하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팽배했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비판을 가했다. 멜리에스 스스로가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문명의 역사>는 유럽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며
비극적인 전쟁을 경계하는 영화였고 평론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북극의
정복> 역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봄으로써 <드레퓌스 사건> 이후에도 멜리에스가
꾸준히 반제국주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기존연구에서 부족했던 멜리에스의 현실참여성을
밝힘으로써 그와 그의 영화에 대한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두텁게 들여다본 조르주 멜리에스의 필모그래피
속에서는 분별력 있게 유럽의 문제를 성찰하고 정의와 진실, 평화와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를 주창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정의 제도적 압박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경쟁사들의
등장으로 멜리에스가 자유로운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미국과 프랑스에 이루어진 영화의 산업화에
대하여 반발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
“새로운 체계는 오로지 가격 하락을 막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 나는 오랜
제작자로서 12년 넘게 많은 걸작들을 만들었고 그 누구도 나를 돈 쓸
궁리나 하는 착취자에게 데려갈 수 없다. 나는 (그들과) 동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립 제작자이다. (...) 우리 업계 종사자들은 다시 예전처럼
독자적이고 뛰어난 예술적인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55)
55) Georges Méliès, Mes Memoir, p. 7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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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에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영화를 ‘예술’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예술의 독립성을 역설하고 있었으며 예술이 자본과 이념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멜리에스가 여러 면모에서 보여준
시대적 초월성을 따져보았을 때 그는 이미 1960년대 ‘작가론’에 입각한
영화 지식인의 선구적 모델이었다. 따라서 조르주 멜리에스는 ‘환상영화’
의 아버지라는 칭호 외에도 당대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문제에 앙가주망
(Engagement)했던 최초의 영화감독-지식인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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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현실참여

김만중

19세기말 프랑스 제3공화정은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지식인의 현실참여는 세기의 전환기와 함께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술가
계열의 지식인 활동은 그동안 역사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 당대
새롭게 등장한 매체인 영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와 그의 작품
<드레퓌스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참여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멜리에스는 초기 영화에 있어서 ‘환상영화’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불랑제주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부터 시사만평가로 활동하며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었다. 영화감독으로서 연출한 <드레퓌스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된 최초의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의 초기부터 재심선고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화를 영화적으로 재현한 ‘재구성된 뉴스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드레퓌스의 결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후에도 멜리에스는 꾸준하게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멜리에스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명의 역사>
는 필름이 소실되었지만 남은 기록을 통해 유럽의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자본에 잠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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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되어가는 영화계 속에서 독립 제작자로서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최후의 작품 중 하나인 <북극의 정복>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같이 멜리에스는 서구 열강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드문
인물이었고 그의 현실참여는 영화 속에 깃들어 있었다. 따라서 영화적
현실참여의 역사는 멜리에스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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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agement of Georges Méliès and Film Dreyfus Affair

Kim, Manjoong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France faced a crisis that divided
the whole country due to the punishment of an innocent military
officer, Alfred Dreyfus (Dreyfus Affair). Nevertheless, thanks to
the appearance of the intellectual and their advocacy for truth and
justice, the scandal could be corrected. The history of the Intellectual
during the French Third Republic, however, has been written based
on writers, focusing on figures like Émile Zola, which overlooks
the contributions of the other participants, as artists. It similarly
omits the then-newly invented medium, film. In this respect, the
paper mainly deals with works Georges Méliès for supplementing
the engagement of the artist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The time when Méliès started his career, visual representations
had been on its transition to film. Thus, the newly invented film
had been in the process of finding its identity, and Méliès was
recognized as the inventor of “Fantasy Film” in early film history.
However, as a caricaturist, he criticized Boulangerisme. Then
later he became a film director, his engagement was shown in
the film Dreyfus Affair (L’Affaire Dreyfus), which is notorious
for being politically censored for the first time in film history. To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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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Dreyfus’ innocence, Méliès decided to show the audience
a “Reconstructed Newsreel” of the Dreyfus Affair. Afterwards, he
continued to make such films expressing criticism of colonialism,
imperialism, and nationalism. Méliès’s proudest film was Humanity

through the Ages (La Civilization à travers les Âges) which is
lost; however, according to remaining accounts, it was also satire
of European societies. Méliès struggled being an independent
producer in the capitalizing film industry. Even at the end of his
film career, he produced The Conquest of the Pole (À la Conquête

du Pôle), showing his wit and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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