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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의 형식은 감독의 의도를 가장 감각 이고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다. 화의 배경이 주요한 

구경거리가 되면서 화는 가히 와이드 스크린 형식이 아닌 것이 드물 정도이며, 극장과 객들은 

1.85:1이상의 형화면비율에 익숙해져 있다. 2015년 제작된 화 <사울의 아들(원제)>은 이런 흐름에 걸

맞지 않게 좁은 화면비, 깊지 않은 시야심도 등을 선택한 화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화는 화의 형식을 통해 결국 객을 주인공의 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화이다. 그리

고 종국에는 객을 주인공 사울의 입장으로 만드는 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울의 아들>의 형식  스

타일을 통해 감독 라즐로 네메즈가 어떻게 연출의도를 반 하 는지 연구한다.

 
■ 중심어 :∣영화스타일∣화면비∣영화음향∣홀로코스트∣
Abstract

The style of a film is the element that makes audience realize director’s purpose directly. As 

the film’s spectacular background have became important it’s hard to find non-wide screen film, 

and audience and theaters are very familiar to 1.85:1 film ratio and even wider. Nevertheless, 

<Son of Saul(2015)> did not follow this trend but to chose narrow film ratio and shallow focus. 

This film, of which the background is Nazi’s concentration camp, does not allow audience to 

catch more information than main character Saul. It’s because the director aims to make audience 

Saul’s position in the film. This paper discuss how the style of <Son of Saul> reflects the 

director’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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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가 객에게 달할 수 있는 감각  경험은 시각

과 청각 단 두 가지이다. 4D등의 특수한 기술이 화 

제작 이후에 덧붙여져 후각이나 각 경험 등이 가능한 

화들도 있으나, 일반 으로 제작 단계에서 감독이 고

려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 즉 이미지와 사운드다. 시각

인 요소는 객이 가장 쉽게 인지하는 정보이기 때문

에 주로 이미지를 통해 화의 많은 것들이 달되고, 

사운드는 보조 인 역할이나 분 기 조성을 한 역할

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5년에 제작된 화 

<사울의 아들>은 이미지와 사운드를 와 같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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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울의 아들>은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화다. 

주인공 사울은 2차  아우슈비츠에서 일하던 존더코

만도(수용소에서 바로 사살되지 않고 유 인 시체를 처

리하는 노역을 하다가 사살되던 포로들) 포로다. 어느 

날 사울이 일하던 가스실에서 숨이 붙은 채 정신을 잃

은 소년이 발견된다. 사울은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

라고 생각하지만, 소년은 즉각 주사로 사살된다. 사울은 

아들의 장례를 치러 주기 해 시체를 빼돌리고 장례를 

치러  랍비를 찾는다.

<사울의 아들>은 러닝타임 내내 독특한 형식을 고수

하며 이 의 홀로코스트 화들과는 무척 다른 시청각

 경험을 다. 이 화는 1.37:1의 화면비를 채택하고 

있다. 화가 주는 시각  체험을 극 화하기 한 와

이드 스크린 비율이 극장가를 령한 시 에, 고 이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화가 1.37:1의 화면비를 채택

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 한 <사울의 아들>

의 국내 개  시 홍보 문구  하나는 “이어맥스 

화”[1]1 는데, ‘아이맥스’에서 따온 이 홍보 문구는 청

각 경험의 극 화를 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Robert Murray Schafer의 “soundscape”[2] 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울의 아들>의 사운드 

디자인은 음향을 디테일하게 구 하고 있으며, 음향을 

상의 보조 인 기능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다는 데

에서 특이성을 띤다.

2차  이후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화는 무척 

많았고 재까지도 꾸 히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홀로코스트는 화로 재 하는 데 따르는 윤리  문제

로 인해 다루기 어려운 소재이기도 하다. 과연 잔혹한 

인간 학살 앞에서 화는 피해자의 죽음을 볼거리로서 

시하지 않고도 재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비평의 

심사 고 많은 홀로코스트 화가 이 재 의 윤리성에 

의해 찬사 혹은 지탄을 받았다[3].

감독 라즐로 네메즈가 홀로코스트 화의 재 에 

해 취하고 있는 윤리 인 태도는 이 화의 스타일에 

매우 섬세하게 녹아들어 있다. 그 결과 <사울의 아들>

1 “소리만 들어도 이미지가 연상되는 이 탁월한 음향은 아이맥스

(IMAX)를 넘어서는 이어맥스(EarMAX)라는 새로운 화  스타일

의 탄생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은 감독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형식의 특별함과 정

성을 인정받으며 2016년 아카데미 외국어 화상, 칸 

화제 심사 원 상 등 세계 주요 화제를 휩쓴 화제

작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울의 아들>의 스타일

이 객에게 주는 독특한 경험에 해 살펴보고, 이러

한 형식을 통해 감독이 성취하고자 한 것, 화가 성취

한 것이 무엇인지 밝 보고자 한다.

Ⅱ. 이미지 

1. 정보를 제한하는 화면

 

그림 1. 초점이 맞지 않는 첫 장면

그림 2. 사울이 초점거리에 들어온 장면

화의 첫 장면부터 객은 구체 인 피사체를 보지 

못한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이 포커스가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숲이기 때문이다[그림 1]. 록빛 숲

의 좁은 화면에 왼쪽 귀퉁이에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

는 형체가 움직이며,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가 난다. 아

직 화에 익숙지 않은 객들은 몇  동안 악하기 

힘든 이미지와 모호한 소리를 들으며 도 체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 노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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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과 무 하게 임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화면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온다. 이 맞지 않아 뿌

연 형체이던 남자, 사울이 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동료와 함께 몸을 틀어 다른 곳으로 걸어간다[그

림 2].

그림 3. 카메라가 사울의 뒷모습을 쫓아감

그림 4. 타이트한 사이즈의 쇼트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쫓아간다. 포커스는 사울의 

뒷모습에 맞추어져 있고 다른 것들은 흐릿하게 형체 정

도만 보일 뿐이다. 사울의 등 머 포커스 아웃된 사람

들은 수용소의 포로 복장으로 노역을 하고 있다[그림 

3]. 카메라는 방향을 틀며 이리 리 이동하는 사울을 따

라 그의 앞모습을 비추기도 하고 뒷모습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타이트한 바스트 사이즈는 거의 변하지 않고 

사울의 표정에도 변화가 없다[그림 4]. 이제 막 수송되

어 온 유 인들이 끝없이 을 지어 서 있는 장을 지

나가면서도 카메라는 꿋꿋이 사울에게만 포커스를 맞

추고 있다. 무늬 옷을 입은 포로의 모습이나 기차에 

떼로 수송되어 오는 유 인들의 군  쇼트는 부분 홀

로코스트 화에서 클리셰처럼 나오는 장면임에도 불

구하고 <사울의 아들>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자세히 보

여주지 않는다[4]. 

와이드 스크린이 주는 시야의 해방감, 화의 스 일

을 담아낼 수 있는 한 느낌과는 달리 1.37:1의 좁은 

화면은 와이드 스크린에 비해 수평 , 수직  구도가 

하게 실행될 수 있다. 수직 인 구도는 경, 경, 

후경을 구성하는 데에 요한 요소이며, 첩 인 이

어를 통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도 

동시 으로 확인할 수 있다[5]. 경이나 경에 치

한, 객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을 보면서도 첩

인 이어를 통해 다른 정보를 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상황에 한 정보도 풍부해진다. 이를 해 따

라오는 것은 시야심도다. 심 (Deep Focus)기법을 

사용해 많은 사물들의 을 정확하게 맞추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화면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한 부

분만을 정 의 상태에 있게 할 것이다[6].

그러나 <사울의 아들>에서 화의 배경은 공간 체

가 정확히 보일만큼 앵  내에서 심 인 치를 차지

하지 않는다. 이 화에는 배경을 보여주는 풀 쇼트가 

없다. <사울의 아들>에서 화 내내 경에 나오는 것

은 사울의 등이나 타이트한 바스트 쇼트의 얼굴이고, 

사울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물건들은 모두 사울을 스

쳐지나간다. 얕은 심도를 택한 데다가 포커스가 사울의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객들은 사울의 주변에 일어

나는 일들을 사울의 등 머로 희미하게 악할 수 있

을 뿐이다. 좁은 화면과 얕은 심도로 인한 정보 제한 때

문에 객은 화가 주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 

해 극 으로 화를 들여다보게 된다[7].

2. 주인공의 인지와 일치하는 화면

<사울의 아들>은 부정확한 피사체를 주로 비추다가 

종종 어떤 피사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부분 사울

의 시 에서 정확한 인식의 상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가스실에서 시체를 한 쪽에 쌓아놓고 바닥의 피를 닦

던 사울은[그림 5],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소년에게 주목

한다[그림 6]. 그리고 소년을 구경하기 해 사람들이 

모여든 틈으로 간다[그림 7]. 카메라는 사울의 시 으로 

소년이 아직 입으로 얕은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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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비춘다[그림 8]. 그 다음 의사가 소년을 약물로 사

살하기 해 다가선다[그림 9]. 이  쇼트에서 무빙과 

포커싱만 살짝 이루어진, 사울의 시  쇼트다. 

그림 5. 시체를 치우는 사울

그림 6. 어딘가에 집중하는 사울

그림 7. 소년을 보기 위해 사람들 틈으로 가는 사울

 

그림 8. 사울이 주목하는 소년

그림 9. 소년에게 다가서는 의사

그 다음은 안타까운 얼굴로 의사의 등을 바라보는 사

울의 표정이다[그림 10]. 소년의 시체를 보는 사울의 감

정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이처럼 이 화에서 객이 

하는 시각  경험은 사울이 인지하고 있는 것 그 이상

을 넘어서지 않는다. <사울의 아들>의 시각 인 경험

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경험과 완 히 일치하도록 만

들어져 있다. 객은 사울이 인지하지 않는 것은 정확

히 볼 수 없고, 그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림 10. 의사를 바라보는 사울

3. 주인공의 경험을 재현하는 화면 구성의 의도

이 게 객의 경험을 사울의 인지 범  이상을 주지 

않는 까닭은 감독의 연출 의도와 긴 히 연 되어 있

다. 감독 라즐로 네메즈에게 수용소란 총제 으로 악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8]. 홀로코스트 수용소에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은 나

치 독일군 혹은 포로 뿐이다. 수용소의 경험이 없는 이

들이 수용소가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은, 수용소의 생존자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토 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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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듣는 것뿐이다.

그러나 수감자들의 경험은  총체 이거나 객

인 시각의 경험이 될 수 없다. 수감자들은 운신의 자

유와 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극도로 폭력 인 환경에

서 죽음의 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의 경험

은 결코 크고 넓을 수 없고 수용소의 체를 객 으

로 악할 수 없다. 라즐로 네메즈는 한 인터뷰에서 “수

용소에서의 인간의 경험은 정보 부족과 제한에 기 한

다. 구도 많이 알거나 볼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

것을 (스크린으로) 옮기겠는가?”라고 말한다[8]. 

그러므로 수용소라는 공간은 주 인 경험만이 존

재하는 공간이고, 스토리텔링의 ‘배경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메즈는 “당신은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근해야 한다. 수용소에서는 고 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8]. 어

떠한 이야기, 혹은 수용소에서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기 한 ‘백 그라운드’가 되기에는 수

용소라는 곳은 수감자들의 경험 그 자체와 무나 착

되어 있다. 그러므로 라즐로 네메즈는 수용소 수감자들

의 경험, 정확히 수용소라는 환경에 한 수감자들의 

인지를 재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한된 인지경험을 재 하기 해 감독은 경험의 당

사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은 과감히 

배제했다. 그러므로 시네마 스코 의 넓은 시야각은 불

필요하며, 체를 조망할 수 있는 풀 쇼트, 인간의 시선

을 벗어난 버드아이 쇼트 등은 존재할 수 없다. 감독은 

화면에서 시각 인 정보를 주지 않기 해 1.37:1의 화

면비율을 사용하 고, 이 화면비가 갖고 있는 장 을 

버리고 오히려 이미지를 통해 화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객이 악하지 못하게 하기 해 좁

은 화면비를 선택했다[9].2 쇼트에서 피사체의 사이즈

도 분 이고 편 으로 다루어지도록 했다. 즉, 감독

은 객이 볼 수 있는 것을 통제하면서, 장면을 통제하

고 카메라 방의 '사건을 무 화'하는 개념으로서의 '

미쟝센'을 살짝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고 볼 수 있다[10].3

2 앙드  바쟁은 이를 ‘가리개(Cache)’라고 한다. 

3 랑스어로 장면화(mise-en-scene)는 ‘사건을 무 화하는 것’을 의

미하며, 처음엔 연극연출의 기법에 용되었다. 화학자들은 화연

Ⅲ. 사운드를 통한 상상적 공간 구축

1. 외화면의 활용

그 다면 제한된 시각정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즐로 네메즈가 선택한 것은 사운드다. 미셸 시옹은 

사운드를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는데, 구분의 기 은 

사운드와 화면의 계성에 따른 것이다. 임 내 소

리는 화면 속 소리와 화면 밖 소리 일치하는 동시 인 

사운드이다. 임 밖의 소리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화면의 연장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이 경우 객은 

화면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하게 된다. 화면 밖 

소리는 Sound Over와 같은 개념으로, 화면 안의 상황

에 소리의 근원이 없다[11]. <사울의 아들>은 시각 정

보를 제한하면서 이미지를 통해 달되어야 할 것을 후

반에 완벽하게 디자인 된 사운드에 상당부분 의탁하고 

있다. 

<사울의 아들>이 사운드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식은 

공간 배경과 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객에게 장소의 세 을 한 에 보여주는 풀 쇼트가 없

는 신, 동시 인 외화면의 음향을 이용해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느끼게 하여 정보의 결핍을 메운다[12]. 사

울이 겪어온 일상 인 소리들은, 객에게는 주의를 집

시키는 폭력 인 소리들이다.

본론의 1에서 소개한 화의 첫 장면[그림 1-4]에서 

사울의 어깨 머로 드러나는 희미한 수용소의 정보와 

분 기를 강화하는 것은 사운드다. 이 때 나오는 사운

드는 공간에 한 정보를 조  더 확실하게 악하게 

해 다. 수많은 유 인을 이제 막 수송해온 차량의 소

리, 독일군의 호루라기 소리와 유 인들을 가축처럼 모

는 소리, 여기 기서 물을 찾고 아기가 우는 등의 아우

성 소리들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촬 하지 않는 신, 

사운드를 통해 달되는 외화면은 사울이 재 있는 공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략 으로 달하고, 덧붙

여 공포스러운 분 기를 조성한다[13].

출에 그 용어를 비슷하게 확장시켜 감독이 화 화면에 나타나는 것

들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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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울의 뒷모습 외엔 초점이 맞지 않는 화면

두 번째 씬 역시 외화면의 사운드가 화의 내용을 

이끌어 나간다. 여기서도 네메즈는 사울의 바스트 쇼트 

주로 이외의 모든 것들을 포커스 아웃 처리한다[그림 

11]. 독일군은 유태인들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며 가

스실로 인도한다. 객은 유태인들이 정말로 샤워를 하

러 가는지, 혹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포로들이 들어가자 사울과 그의 동료들은 

재빠른 몸짓으로 포로들의 옷을 수거한다. 옷을 수거하

는 이유가 포로 복장으로 갈아입기 함인지, 혹은 그

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객은 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린다. 어떤 

객들은 역사 으로 익히 알고 있듯 유태인들이 단체로 

가스실에서 살해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쉰들

러 리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정

말로 샤워실이기를 내심 바란다. 

그림 12. 가스실 앞에서 기다리는 사울

<쉰들러 리스트>의 방법이 유태인들이 죽는지 아닌

지 확인하기 해 유태인들을 따라 가스실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었다면, <사울의 아들>의 카메라는 유태인들

이 모두 들어간 뒤에도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선 사울만

을 보여  뿐이다. 사울의 경험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

다. 사울이 유태인들의 옷을 부 걷어 처리하는 동안 

가스실 안에서는 아비규환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화는 독일군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며 방  수송된 유태

인들이 다 죽는다는 상황에 한 정보를 오직 사운드를 

통해서만 달한다. 처 한 비명 소리는 사운드와 일치

하는 화면 없이도 가스실 내부의 아비규환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사울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스실 철문 앞

에 서 있을 때,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무표정한 사

울의 얼굴은 이 일이 그에게 수차례 반복되었음을 상

하게 한다[그림 12].

2. 사운드를 이용한 주인공의 심리묘사

데이비드 보드웰은 화 속 내재 음향의 특징  한 

가지를 음향원근감(Sound Perspective)이라고 보았다. 

이는 공간  거리나 치에 한 느낌이다. 음향과 음

색은 거리감을 주는 방식인데, <사울의 아들>에서는 

주인공 사울과 그가 인지하는 상 간의 계가 이 음

향원근감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상과 사울, 

혹은 상과 카메라 사이의 물리 인 거리와 상 없이 

사운드의 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물을 

표 해주는 “사운드  인물화”가 가능한 것이다[14].

일반 으로 한 편의 화 안에서 시 의 이동은 무척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편이다. 객은 한 편의 화에서 

여러 인물의 시 을 알 수 있는 지 인 치를 하

고 있다. 인물의 시 은 부분 시각  수단을 통해 드

러난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은 사울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 배경음 벨의 고 가 조 되

는 방식으로 시 을 조 한다. 사울의 에서 감정 

이입이 필요할 때는 있어야 할 사운드가 없기도 하고

(아들의 시체를 처음 발견하는 장면) 의식하고 있는 상

황에 해서는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까이 듣는 등 사운

드의 유무와 벨 조정 등이 달라진다. 인물의 심리  

상태를 사운드를 통해 표 하는 것이다[15].4

4 데이비드 보드웰은 커티스 베른하르트의 <신들림>을 로 들며, 몇

몇 특별한 경우에 충실도가 음량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례

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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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과 동료들이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사울이 아들

의 시신을 가지고 강을 건 기 직 의 장면은 사울 시

에서 사운드의 유무와 벨이 조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표 1].

상 임 내 소리 임 밖 소리
①사울과 랍비가 
시신을 메고 캠프
에서 도망친
다.(H.H, FOLLOW)

(CUT)
②숲으로 들어온 
두 사람,
잠시 서서 시신을 
묻을만한 곳을 찾
는 사울
(H.H, FOLLOW)

③강가에 다다라 
강 쪽으로 가려는 
랍비를 끌고 돌아
서는 사울
(H.H, FOLLOW)

④땅을 파기 시작
하는 사울. 랍비가 
기도를 하지 못하
고, 사울이 랍비를 
쏘아본다. 랍비가 
땅을 판다.
(H.H, FOLLOW)

랍비가 도망친다.
(랍비 FRAME 
OUT)

사울이 뒤를 돌아
본다.
(H.H, FOLLOW)
(CUT)

⑤강으로 도망가는 
랍비의 모습

시신을 메고 강 쪽
으로 다가가는 사
울.

시신을 멘 채 헤엄
치는 사울
(H.H, FOLLOW)

사울과 랍비의 숨
소리, 발소리

사울과 랍비의 헐
떡이는 소리, 발소
리
사울: 랍비!

강물소리

사울: 기도문 낭독
해줘요. 빨리 해줘
요!
랍비: 영광스럽
고 신성하신… 신
의 위대한…
땅을 파는 소리
사울의 숨소리

포로들: 시간낭비 
말고 빨리 뛰어!

사울: 돌아와!
물로 들어가는 랍
비와 포로들
사울의 숨소리

강물소리

총소리, 폭탄이 터
지는 소리

새소리
총소리, 사이렌소
리, 폭탄 소리, 

새소리

희미한 강물소리

포로들이 도망 나
오는 발소리

포로들이 강으로 
뛰어들어가는 물소
리
독일군의 개가 짖
는 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강물 흐르는 소리
총소리, 폭탄 소리

표 1. 사운드를 통한 시점 표현

 

사울의 동료들은 그간 비해오던 수용소에서의 탈

출을 감행한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여념이 없

던 사울도 여기에 휩쓸리고, 시신을 들쳐 메고 랍비를 

이끌고 수용소를 벗어나 숲으로 뛰어간다. 도망가던 길

에서 사울은 강 앞에 멈춘다.

임 안에 강물이 나오고, 곧 들리던 새 소리 등 

숲의 소리와 더불어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단한 사울은 강 앞에 시신을 내려

놓고 정신없이 땅을 기 시작한다. 물리 으로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닌데도, 랍비와 사울이 시신을 가운데 

두고 땅을 는 가까운 투 쇼트에서는 강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랍비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내 의심을 받다가, 이 

쇼트에서 가짜임이 밝 진다. 머뭇거리던 랍비는 기도

를 하지 못한다. 사울은 실망과 분노가 얽힌 빛으로 

가짜 랍비를 노려본다. 긴장되는 순간에서 사운드는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가짜 랍비는 치를 보다가 땅을 기 시작한다. 사

울도 일단 땅을 고, 두 사람 뒤에서 다른 포로들이 도

망쳐 나오며 그들의 발소리, 목소리 등이 들려온다. 도

망쳐 나오던 다른 포로들이 지  당장 도망쳐야 살 수 

있다고 하자, 가짜 랍비는 땅을 던 나무토막을 집어 

던지고 강 쪽으로 뛰기 시작한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들쳐 업고 강을 향해 일

어난다. 다시 강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강과 시신

을 묻던 지 이 물리 으로 바로 에 있는데도, 시신

을 묻는 장면에서는 강물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사

울이 강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강물소리가 들어온다. 강

물 소리의 벨은 사울이 다가가면서  커진다. 사

울이 강을 발견했을 때에도 강 가까이 선 이 있지만, 

강물의 사운드는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벨이 높다. 아

들의 시체를 안고 강을 건 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강은 

사울에게 이 보다 더 이고 요한 존재가 된다. 

이 때 상황 변화로 인한 사울의 감정을 강물의 사운드 

벨로 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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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미지와 사운드의 확장성이 만드는 

    관객과의 동일화 현상

1. 동일화를 견제하는 장치들

<사울의 아들>은 완 히 화 속 주인공의 감각만을 

재 하고 객에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도록 유도한

다. 부분의 화는 주인공과 객의 경험을 이 게 

극단 으로 일치시키는 것보다, 시 을 비교  자유롭

게 넘나드는 형식을 택한다. 주인공 캐릭터의 시 을 

극단 으로 용하는 콘텐츠는 주로 게임인데, 게임의 

경우 1인칭시 을 사용해 캐릭터와 유 를 완 히 동

일화시키면서도 갑작스럽게 3인칭시 을 사용하여 1인

칭시  범  내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유 가 

주인공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지각이 깨지지 않

는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의 객들은 게임의 유

와 달리, 내내 1인칭 시 으로 사울을 따라가면서도 사

울이라는 캐릭터에 해 의견이 분분하다[16].5

사실 게임에서의 동일시는 시 이 아니라 욕망에 있

다. 캐릭터의 목표는 유 의 목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사울의 목표는 객의 목표와 동일하지 않다. 홀로코스

트 화에서 객의 욕망은 부분 ‘선한 주인공의 생

존’이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에서 사울은 객의 욕

망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생존’을 생각하는 

사람은 존더코만도 반란을 비하는 사울의 주변 동료

들이지, 주인공 사울이 아니다. 여럿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도 힘든 환경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

울의 목표와 ‘반란을 일으켜 살아서 나가겠다’는 동료들

의 목표는 충돌한다.

소년이 정말 사울의 아들이라면 객은 조  더 사울

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을 테지만, 사실 객은 죽은 소

년이 정말로 사울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

다. 오히려 ‘생존’이라는 더 일반 인 욕망을 가진, 즉 

조  더 정상 인 정신을 가진 것만 같은 사울의 주변

인이 사울에게 “  아들이 없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아들과 함께하던 사울의 과거 모습 한 쇼트도 나오지 

5 무성 화기의 이론가들은 객이 카메라의 치를 변하고 있는 사

람에게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화이론에서는 이 의

견에 호응하지 않으며 주  화면이 한 편의 화 안에서 어떻게 기

능하는지 더 면 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않는 상황에서 객은 죽은 소년이 정말로 사울의 아들

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사울이 ‘선한 주인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신을  만한 수용소 내의, 혹은 과거의 

에피소드도 없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객은 모르기 

때문에, 주인공을 신뢰하기 힘든 것이다. 사울이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목표를 가진 뒤 그가 벌이는 험

천만해 보이는 행동들은 사울에 해 도덕 인 단을 

내리도록 만든다. 

사울이 배교인 랍비를 찾아 강가의 노역장에 가는 씬

은 사울의 목표가 수용소라는 상황에서 무 이기 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배교인 랍비가 

있다는 말에 존더코만도 노역장을 벗어나 다른 노역장

에 잠입한 사울은 배교인 랍비에게 몰래 다가가 말을 

건다. 임 밖에서는 독일군이 포로들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일을 시키고, 거리 밖의 뿌연 독일

군이 포로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있다. 사울은 낮은 목

소리로 랍비를 설득하지만, 감시당하고 있는 랍비는 사

울을 무시한다. 사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랍

비의 손에 들린 삽을 강물로 멀리 던져버린다. 삽이 풍

덩 강에 빠지는 소리가 나고, 랍비는 자살이라도 하려

는 듯 강으로 걸어 들어간다. 당황한 사울은 랍비를 구

하기 해 같이 물에 들어간다. 외화면에서 사격소리가 

시작되고, 사격 지 명령이 떨어진 뒤 두 사람은 뭍으

로 나온다.

그림 13. 총성이 들라자 돌아보는 사울

사울과 배교인 랍비를 무릎 꿇고 앉힌 독일군의 질책

과 조롱이 이어진다. 사울은 존더코만도 소속임을 밝히

고, 혼자 풀려나 노역장 밖으로 쫓겨난다. 이 때 돌아가

는 사울의 뒷모습 쇼트에서 한 발의 총소리가 들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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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울은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본다[그림 13]. 카메라

는 여 히 사울을 비추고 있고 랍비가 총에 맞는 장면

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한 발의 총소리와 사울의 

긴 시선을 통해 객은 랍비가 사살당했음을 알 수 있

고, 아들을 장례 치르겠다는 사울의 집념이 불러온 결

과를 통해 사울의 행동에 한 가치 단을 다시  하게 

된다. 수용소에서는 이런 작은 돌발행동에도 죽음의 

이 있는 곳이다. 사실 랍비나 사울이나, 어차피 홀로

코스트 수용소의 유 인들은 모두 죽을 정인 사람들

이다. 그러나 랍비의 죽음은 사울이 억지를 부려 더 일

 죽게 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랍비가 지  죽지 않

았다면, 종 했을 때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생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가진 객은 사울을 

도덕 으로 단하게 되면서 동일시에서 한 걸음 멀어

지게 된다.

2. 사울이 되는 관객들

그러나 사울에 한 도덕 인 단은 화의 마지막 

씬에 다다르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객이 결국 

감독이 의도한 로 사울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 으로 

‘ 객의 사울 되기’는 화 내내 사울의 감각 경험 내에 

머물러 있던 카메라가 마지막 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으로 사울의 인지 밖으로 이탈하면서 이루어진다.

사울은 강 속에서 허우 다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시체를 손에서 놓치고, 동료가 그를 끌고 오다시피 강

에서 빼내어 온다. 포로들이 강을 건  뒤, 그들은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잠시 쉬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상

태를 체크한다. 

아들의 시체를 잃어버린 사울은 생각을 읽기 힘든 어

두운 표정으로 오두막 안에 앉아 있다[그림 14]. 외화면

에서 포로들의 화 소리와 빗소리가 들린다. 그 때 오

두막의 열린 문 머로 소년이 나타난다[그림 15]. 사울

은 아들의 이라도 본 듯 묘한 미소를 짓는다. 그 주

변에 이야기를 나 고 있던 사람들은 여 히 서로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울이 그들에게 집 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화에서 사라져 있

다. 객들은 처음에 그 소년이 사울의 환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년을 보고 짓는 사울의 웃음도 마치 환상

을 보는 사람의 웃음처럼 묘하다. 소년은 환상이 아니

지만, 여기서 소년의 존재를 환상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는 것이 사울이 신뢰감을 주는 화자는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

그림 14. 아들의 시체를 잃어버리고 오두막에 앉아있는 사울

그림 15. 문틈으로 나타난 소년 

소년은 뒤돌아 숲 속 어디론가 뛰어가고, 카메라는 

뛰는 소년의 뒷모습을 미디움 사이즈로 잡는다. 화 

내내 사울을 쫓던 카메라는 여기서부터 소년을 쫓아 가

며 그의 시 을 따라간다. 이윽고 외화면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총을 장 하는 소리가 작지만 날

카롭게 들린다. 소년은 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매

복한 독일군에게 붙들린다[그림 16]. 카메라 바로 앞으

로 수많은 독일군이 뛰어서 지나간다. 독일군이 소년을 

풀어주자, 소년은 다시 뛴다. 여기서 카메라는 오두막 

방향으로 가는 독일군을 따라가지 않고 무작정 숲을 향

해 뛰는 소년을 따라간다. 이윽고 외화면에서 독일군의 

총소리, 폭탄 소리가 수차례 들려온다.

소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잠시 쳐다보지만 계속 뛴

다[그림 17]. 개 짖는 소리와 마지막 한 발의 총성이 날

카롭게 들린 뒤 카메라는 멈추고, 소년은 발소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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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멀어진다. 카메라가 더 이상 소년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화는 처음으로 그 구도 따라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선다. 그리고 숲에 내리는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그림 18]. 

그림 16. 독일군에게 잡히는 소년

그림 17. 총성이 나는 곳을 바라보며 계속 달리는 소년

그림 18. 고요한 빗속의 숲

사실 이 비는 사울이 오두막에 있을 때부터 곧 내

리고 있었지만, 더 설명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빗소리

는 거의 들리지 않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비로소 

객의 귀에 들린다. 빗소리와 독일군의 총성 벨은 

서로 선후를 달리하며 벨이 조정되고, 한 번 쯤은 들

릴 법한 포로들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모두를 사

살한 뒤 오두막을 떠나는 독일군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

는다. 숲에는 소년이 사라진 뒤의 숲에는 빗소리만 들

려오고, 숲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고 평온해

서 냉정하기까지 하다.

이 마지막 결말에서 객이 보는 것은 생존하기를 바

랐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다. 배교인 랍비, 가짜 랍비, 

반란을 하려 했던 존더코만도 동료들, 그리고 사울까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두가 죽는다. 군가는 

포로수용소에서 살아 나가기를 바라는 객의 희망은 

꺾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오면 사울이라는 화자에 

한 객의 개인 인 도덕 단은 그다지 요치 않게 

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화자 든 아니든, 소년의 시체

가 사울의 아들이었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 

그것은 요치 않은 단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객은 사울과 놀랍도록 유사한 처지

에 놓인다. 화 반, 사울과 객들은 생존하기를 바

랐던 사람들의 집단 인 죽음을 함께 경험한 이 있

다. 이제 막 수송되어 온 포로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던 

화의 첫 씬이다. 사운드를 통해 탈출한 포로들의 죽

음을 알게 된 객들의 처지는 결국 가스실 문 앞에서 

포로들이 죽는 ‘소리’를 듣던 사울과 같은 처지가 된다. 

첫 씬의 사울과 마지막 씬의 객은 완 히 등치된다. 

사울은 그 가스실에서 구도 살아 나오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나 군가는 제발 살기를 희망한다. 희망이 

몇 번이나 좌 된 뒤, 한 소년이 살아 나온다. 그러나 

의사들은 주사를 놔 방 소년을 죽여 버린다. 소년의 

시체를 받아든 사울은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

고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 객도 같다. 객은 역사

 사실을 통해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구도 살아나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안다. 그 지만 일단 희망을 걸

어본다. 사울과 동료들은 수용소를 살아서 빠져나온다. 

그러나 뒤따라온 독일군이 방 그들을 죽여버린다. 이

제 객은 화의 처음으로 돌아가 희망의 죽음을 목격

하고 그 시체를 받아 든 사울처럼, 사울과 동료들의 시

체를 받아든 입장이 된다. 우리는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리던 소년이 사라진 숲에 무심하게 내리는 

비는 이미 죽어버린 희망을 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허무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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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의 아들>이 결국 의도했던 것은 객을 사울로 

만드는 것이었고, 화의 맨 마지막 순간에서 결국 

객을 사울로 만드는 데에 성공한다. 이를 해 라즐로 

네메즈는 객을 사울로 만들기 한 연출의도를 그

로 화의 형식에 반 한다. 이 화가 최근 나온 그 어

떤 화들보다도 차별되는 형식을 가진 까닭은, 기존의 

홀로코스트 극 화들이 이야기하던 것, 객에게 달

하려던 주제와 정반 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가장 

유명한 홀로코스트 화들  하나다. <인생은 아름다

워>에서 수용소에 끌려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

린 아들은 혹독한 상황을 게임과 유머로 승화시키며 견

뎌 나간다. 부모는 독일이 패 한 순간 안타깝게 죽음

을 맞는다. 그러나 아들은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아들

은 일종의 희망,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을 상징한다. 아

들을 살린 것은 아버지의 부성애인 셈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아들’이 희망이라면, <사울의 

아들>에서 희망은 이미 죽은 상태로 시작한다. 가스실

에서 기 한 채 숨이 붙어있던 ‘아들’은 즉시 약물로 사

살된다. 이미 죽어버린 희망에 해 우리는 무엇을 해

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울은 죽은 아들에게 

의를 지키려 하지만 그를 한 작은 시도조차 타인에겐 

큰 폐가 된다. 그 의는 ‘인간애’나 ‘부성애’보다는 남

을 험하게 하는 민폐에 가깝다. 아버지가 아무리 희

생하고 노력해도 부성애를 실 할 수 없고 종국엔 정

된 일인 양 죽음을 맞는다. <사울의 아들>의 수용소 안

에서는 부성애나 인간애 같은 것은 민폐이며 결과 으

로 실  불가능하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어떤 화들은 혹독함 안에서 한 

기 인간애가 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곳에서 실제로 부성애, 인간애, 혹은 다른 어떤 인간

인 가치를 실 하려는 사람은 어떤 존재 을까? 객

이 사울을 윤리 인 잣 로 평가하고 그가 선한 주인공

이기를 바라는 것 역시 객 스스로가 홀로코스트 이야

기를 통해 ‘희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즐로 네메즈는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을 말하기 해 

굳이 인간 이고 선량한 주인공을 비시키지 않는다. 

희망을 살리기 한 아버지의 행동은 부성애이고, 죽은 

희망을 제 로 보내주기 한 아버지의 행동은 민폐가 

되는 역설 속에서, 굳이 그 안에서 인간애를 실 하려

는 노력은 실 되지 못하고 정된 결과, 즉 죽음을 맞

는다. “내 화에서는 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나는 

<사울의 아들>이 생존 이야기를 하는 화가 아니기를 

바랐다. 모든 과거의 (홀로코스트) 화들은 객들을 

해 안 한 길을 구축하는데, 마지막의 어떤 자유 같

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홀로코스트의 이야기가 아

니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코스트가 어떠했기를 바라는

지에 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8].” 라즐로 네메즈는 수용소에서의 생존에 

한 이야기들을 픽션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객들이 

<사울의 아들>을 픽션, 즉 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야기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사건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

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라즐로 네메즈의 <사울의 

아들>은 ‘악한 환경에서도 꽃피는 인간애’의 방식으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던 기존의 화의 방식과는 다른 

을 제시하는 화이다. 그 이란 수용소라는 공

간이 그들의 경험의 부 으며 그 경험 자체 다는 것

이다. 그리고 그 경험의 주체 던 수용소 안의 포로들

은 계속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다. 포로들

에게 다른 포로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 으며, 결코 특

별한 사건이나 구경거리가 될 수 없었다.

화가 아우슈비츠를 재 하는 것의 윤리에 한 논

쟁은 바로 이 ‘구경거리’라는 태도에서 온다. 알랭 네

의 <밤과 안개(1955)>는 러닝타임 32분의 짧은 다큐멘

터리다. 네는 지 은 텅 빈 수용소 풍경을 촬 한 필

름,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셀 수 없이 많은 소지품 

더미들 같은 당시의 사진자료를 보여 다. 이는 학살을 

재 하거나 연출하지 않고도 당시를 느끼게 한다. 이 

화의 ‘재  없음’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시하거

나 구경할만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미덕이 된다. 

 본격 으로 재 의 윤리성 논쟁에 불씨를 당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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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로 폰테코르보의 <카포(1960)>다. <카포>는 주

인공 엠마 엘 리바가 고압선 철조망에 감 되어 죽는 

장면을 트래블링 쇼트로 클로즈업 한다[17]. 트래블링 

쇼트는 통상 인 사람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방식의 

재 이고 따라서 화를 해 만들어진 시선이다. 일반

으로 화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시선이 아닌 화만

이 가능한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만들 때, 객에게 평

소에 보지 못하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해서 만든

다. <카포>는 엠마 엘 리바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

든다는 지 에서 비 을 받았다.

 트래블링 쇼트는 아니지만, <사울의 아들>은 핸드

헬드로 주인공을 계속 따라간다. 이는 ‘볼거리’를 한 

카메라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재 하지 않기 

한 선택이다. 따라서 이 화의 스타일은 감독의 윤

리 인 단으로 인한 결정이다. 이미지는 사울을 따라 

계속 움직이지만 쇼트의 성격은 연결성보다는 편성

을 추구한다. 네메즈는 객에게 제한된 정보만을 주는 

연출을 하며 화의 의도에 완 히 부합하는 담한 연

출을 해낸다. 그리하여 수용소 내부의 긴장을 객에게 

체험시키고, 종국에는 객을 주인공 사울로 치시킨

다. 마지막 순간 화는 그 로 끝나지 않고, 객의 손

에 시체를 쥐어 다. 아들의 시체를 받아 든 사울 같은 

처지가 된 객들은 머릿속에서 화를 다시 재생하게 

된다. 반인륜 인 범죄가 있었고, 희망을 품었지만 모두 

죽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아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인가? 장례를 치르기 해 고군분투했던 사울

을 보며 객은 어떤 단을 내렸는가? 우리는 희생된 

것에 해 제 로 장례를 치러 주었는가? <사울의 아

들>은 엔딩 크 딧 이후에 무수한 질문을 던지며 다시 

시작되는 화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의 다소 낯선 

연출 스타일은, 마지막 순간 화 바깥의 질문들을 던

지기 해 선택된 최 의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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