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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pic Space in the Movie

JEON, Byungjong

Advisor: Prof. Han Sun-ju,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understands space that appear within SF movie by

narrative composition and deduce special quality of space that is embodied

to SF movie according to narrative elements. And after grasping narrative

meaning that is filled to space, this research wish to analyze how these

meaning is expressed within SF movie.

Movie space can communicate time and expression of space much more

directly than other work of arts and is medium that can heighten

experience sensitivity using various movie space elements.

SF movie can express time and space directly and is movie genre that

convey image which is expected that SF movie appears in the future by

strong sight effect. The reason why we analysis the space organization of

SF movie and its representation ways is that the frame of movie is a

narrative structure. With this narrative structure, we can pass story more

to audiences.

Hereupon, this study draws analysis frame of SF space through

narration theory and grasp meaning of space with draw analysis frame

and try to search a way that narrative meaning is expressed to space.

Select SF movie three that release the relative the latest for this and

choose significant scene using narration analysis machine and analyze space

production method for scene composition.



- viii -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y greatly two.

First, this research uses the three components structuralism narration

theory of Mike Bal. Through this narration theory, I could search

possibility of awareness frame that can explain a meaning of the SF Movie

space.

Second, after analyzing SF movie of three with narration theory, I could

submit a few space production strategies.

This conclusion presents following registration point.

Analysing narration structure and space production strategy shown to

SF movie space through narration theory can become the alternative of

methodology for future space design. To produce forward-looking space

successfully, we must be able to grasp meaning of space on the basis of

before formality of referring to narrative space interpretation in stream of

space design that alter at the fast speed. And we have be to able to see

how is producing this meaning in space.

Now, production of lead space design may be consisted of

comprehension of strong narration succor and creative space production.

This research can be able to understand space production systematically

and hereafter, I wish that this research will become a small standard

imagining a direction of the future space design.

Key words : SF Movie, Epic, Space Design, Narra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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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영화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영화관에 온 관객은 영화 감상을 통해 

이야기를 본다. 영화공간은 서사적 요소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관객

은 그것을 지각하고 감상한다. 또한,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듯이 같은 주제라도 장르와 감독에 따라 영화

공간의 표현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창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개입된다. 두 요소는 컨셉과 디자인이다. 디자

인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이다. 창조는 고유함이 생명이다. 그래서 디

자인은 왜 창조되었는지 의미를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컨셉은 디자인이 왜 창조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컨셉은 창조를 일으키는 중심축, 아이디어, 인사이트,

그리고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다.

영화공간을 창조하는 감독은 창조할 공간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

고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한다. 특히, 영화의 

공간은 영화의 주제에 대한 감독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즉, 컨셉의 결

과는 궁극적으로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는 서사적 공

간 연출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서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서술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해 왔다. 현대에 이르러 서사는 문학을 넘

어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사가 중요한 것은 인

간이 본질적으로 서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소설, 영화, 만화, 연극, 뮤지컬, 음악, 광고 등 다양한 매체는 본질적으로 이야기

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전반이 서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사의 영향력은 과거의 어느 때보

다 더욱 다양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상상력

을 자극하여 영상과 영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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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1세기에 이르러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는 발전하고 다양해졌다. 그중

에서도 영화는 이미지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예술이며 시간과 공간

의 표현은 수용자를 영화 현장에 데려다 놓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

게 한다. 특히, SF 영화공간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표현되어 있다.

미래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SF 영화는 다가오는 미래 사

회에 구현 가능한 새로운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SF 영화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공간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SF에 나

타난 표현을 자신의 디자인에 차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SF 영화 속 공간은 다가

올 미래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다. 연구자는 미래 공간디자인

에 대한 궁금증을 SF 영화에 표현된 공간들을 관찰하고 분석함을 통해 미래 공

간디자인의 모습을 상상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F 영화 속에 나타나는 공간 표현을 미케 발의 서사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미래 공간디자인 요소들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이 제시하는 서사구조를 살펴본 후 

영화공간에서 서사를 만들어가는 핵심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SF 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석 틀에 따라 세 편의 SF 영화

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영화공간을 이용한 

의미 전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미래 사회에 구현되어질 공간디자인의 방향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SF 영화 속에 나타나는 공간을 서사적 구성으로 이해하고 SF 영화

에 구현된 공간의 구성 특성을 서사적 요소에 따라 도출하고 공간에 담긴 서사

적 의미를 파악한 후 이러한 의미가 SF 영화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편의 SF를 선정하고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통해 세 편의 SF 영화에 나타난 공간의 서사적 구성과 공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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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화예술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영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공간과 

영화의 상관 관계성, 연관성을 통해 영화적 특성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둘째, 영화예술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디자인적 적용

을 살펴본다.

셋째, 미케 발이 제시한 서사이론을 토대로 선행연구자 강승완(2010)의 건축

공간에 대한 내러티브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서사적 공간 분석방법론

을 연구자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SF 영화의 서사적 공간 분석 틀을 토출하였다. 

이 분석틀을 가지고 영화를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

한다.

넷째,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토대로 도출한 분석틀에 따라 세 편의 SF 영화

공간을 분석하고, 각 영화에 나타난 서사적 공간의 의미와 디자인 연출을 분석한 

후 미래 공간디자인 요소들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종합적인 고찰 및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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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흐름도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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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영화예술의 이론적 고찰

제2절 미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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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영화예술의 이론적 고찰

1. 영화예술의 기본 개념

‘영화는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영화의 영상이 은막에 투

영되는 영상의 원리 자체가 빛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빛은 그림자를 만

들어 공간을 존재하게 하고 그림자의 강약을 통해 공간의 무게를 조절하는 기능

을 수행하기도 한다.1)

영화는 한정된 공간에서 빛과 색채, 그리고 질감의 효과를 담는다. 감독, 각본,

배우, 음악, 촬영 등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화 전반의 

서사를 전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건축사에 등장하는 훌륭한 건축물들의 기념비적 공간과 형태,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으로부터 차용한 영화 속의 색채, 화면 구도들은 감상자의 시선을 사

로잡는다. 감상자는 영화를 보고 이차원적인 평면을 떠나 ‘동적인 시간’으로의 새

로운 서사적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다.2)

이렇듯 영화는 공간을 영상에 담아 감상자에게 서사를 전달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영화예술의 공간 연출

영상 속의 배경이 되는 영화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화를 연출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찾아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방법과 필요한 요소들

을 스튜디오 내부에 세트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곧, 영화공간의 연출이라 함은 

감독의 의도대로 스튜디오에 직접 세트를 제작하여 만들거나 직접 실제의 공간

에서 촬영하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영상 속에서 보이는 소품이나 여러 요소들의 세팅을 통한 연출법도 

1) 박진배 저, 『영화 디자인으로 보기 1』, 디자인하우스, 2001, p.112

2) 박진배, op.cit.,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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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장면 밖으로 이동한 후에도 영상을 통해 표현

되는 공간의 추상적인 형태까지 관객들에게 의미를 전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사의 전개를 위해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동선이나 공간의 구조나 조형물

로부터 공간감을 전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3)

영화 속에서 공간은 공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함으로

써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

게 영화의 공간 연출은 단지 필요로 하는 공간과 장소를 연출하는 것만이 아니

라 관객들에게 감독이 의도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4)

영화의 공간은 감독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

히, 영화는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영화의 장르는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장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장르별로 연출 특성을 가

지는 것 또한 공간 연출의 중요한 요소이다.

3. SF 영화의 공간 연출 특성

영화의 공간은 영화적 상상력을 증폭시켜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영화의 공간은 

상황이나 의미를 함축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며 허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영화의 강력한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5)

SF 영화에서 공간은 장르 자체를 논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SF 영화는 플롯과 배경을 통

해 과학적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미래의 과학적 발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SF 영화

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 공간의 영향력이 무척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SF 영화의 공간은 

영화의 배경이나 설정의 전달에서 더욱 나아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나 주제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임과 동시에 세계관 등을 공간상에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6)

앞서 말한 SF장르의 특성에 따라서 SF 영화 속에서 연출될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은 현실성

(Reality), 초현실성(Surreality), 시간성(Temporality), 기술집약성(High-Tech), 상징성(Symbolism)

3) Ibid., pp.51-52

4) 안상명, 한국팩션영화 공간의 구조주의적 의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43-46

5) 최병근, SF장르에서 공간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 : <디스트릭트 9>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44』, 한국영화학회, 2010, p.349

6) 한원종, Op.Cit.,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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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5개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현실성

현실성(Reality)이라는 용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사실 혹은 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SF 영화는 영화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 연출을 통해서 

현실에서 일어날법할 사건을 투영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상 사실적인 표현을 통

하여 관객이 내용에 몰입하도록 연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실성의 연출 효과적 

특성은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것들7)에 대한 표현인 일상

성과 실제적 사건 혹은 역사에 기인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사실성이 있다.

2) 초현실성

초현실성(Surreality)의 특성은 공상과 환상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에서 완벽한 

실재를 토대로 하는 현실성과 대립하는 특성을 가진다. SF 영화에서 초현실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적인 세계를 그리는 특징과 인류의 시공간성 초월에 대

한 욕망을 표현하는 등의 연출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허구적인 세계를 그려내

는 환상성과 일상적인 현실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비일상성이 연출적으로 나타난

다.

3) 시간성

SF 영화에서의 시간성(Temporality)은 일반적인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서 벗

어나 자유로운 특성을 지닌다. 즉, 다가올 미래 또는 과거와 현재가 혼합된 상황

을 그려내며 일반적인 영화의 시공간적인 배경보다 자유로운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SF 영화에서는 배경을 통해 나타내는 시대성과 시간개념을 

단일형태가 아닌 여러 영역의 시간대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혼성성을 현출효과로 

사용한다.

7) 서정연, 실내디자인에서 Object의 비일상성 연구 : Nigel Coates의 초기 상업공간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Vol.23, 2012,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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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집약성

SF 영화에서는 과학기술 문명이 진보한 미래사회를 주된 배경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는 장르적 특성에 의해 하

이테크적 소재의 노출(기술 집약성)과 초월적인 문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통

제성)를 표현하는 특성 가진다.

5) 상징성

공간 속의 시각요소를 통한 상징인 도상8)을 사용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영화 

속에서 도상은 시각적 이미지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극중 여러 요소간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연출 효과로 각각의 이미지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의미성과 반복적인 사용에 따른 반복성이 있다.9)

위와 같이 SF 영화의 공간 연출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2-4>는 

SF 영화의 공간 연출특성을 내용과 연출 효과로 정리한 표이다.

구  분 내  용 연출효과

현실성

(Reality)

현실에 있을법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SF장르의 특성상 사실적인 

표현을 통하여 관객이 내용에 몰입하도록 한다.

· 일상성

· 사실성

초현실성

(Surreality)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그리는 특징과 인간의 시공간 초월에 대

한 욕망을 표현하여 연출상 초현실성의 특징을 가진다.

· 환상성

· 비일상성

시간성

(Temporality)

다가올 미래 또는 과거와 현재가 혼합된 상황을 그려내며 일반

적인 영화의 시공간적인 배경보다 자유로운 성질을 가지는 장

르의 특성에 따라 연출되는 공간이 그러한 시간성을 포함한다.

· 시대성

· 혼성성

기술집약성

(High-Tech)

과학기술 문명의 진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는 장

르의 특성에 의해 기술력이 집약된 공간이 표현된다.

· 기계적표현

· 통제성

상징성

(Symbolism)

시각적 상징인 도상을 이용하며 시각이미지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극중 여러 요소간이 연결을 도우며 이를 통해 영화를 하

나의 장르안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 반복성

· 의미성

한원종, 디스토피아적 장르 SF영화에 나타난 공간연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5, p.17

<표 2-1> SF 영화의 공간 연출특성

8) Vivian Sobchack, Screening Space: The American Science Fiction Film, Rutgers University Press, 1988, p.65

9) 한원종, op.cit.,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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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의 서사성

서사는 사건의 서술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표현된다. 서사는 소설,

신화, 역사, 전설 등 언어적 서사물뿐만이 아니라 연극, 오페라, 영화 등 비 언어

적 서사물을 포괄한다. 즉, 영화 또한 세상의 무수한 서사물 중 하나인 것이다.

서사의 필수적인 두 가지 조건은 사건들의 시간적 연쇄로 만들어진 ‘이야기의 내

용’과 이야기를 하는 ‘화자’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사는 사건이라는 내용과 사건

을 서술하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다.

영화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이 등장하며, 그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과 배경

이 주제를 함축한다. 그 사건은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우연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영화가 소설과 같은 서사적 맥락을 가진 장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

한 구조적 맥락에서 두 매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를 서사적 구조라고 한다.

서사 텍스트가 표현의 차원인 담화와 내용의 차원인 이야기로 짜여진다는 것

이 구조시학의 기본적인 인식이다.10) 담화는 이야기와 대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다. 즉, 텍스트내에 쓰여진 기의는 이야기, 기표는 담화가 된다.

플롯은 생동감 있는 이야기 전달을 위하여 독자들에게 ‘왜?’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이야기의 변형’을 의미한다. 반면에 담화는 텍스트에 나타난 ‘변형된 이야

기’그 자체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서사는 이야기와 담화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소설과 영화 모두 이야

기라는 개념은 공유하고 있으나, 담화에 대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즉, 서

사의 전달 구조는 두 매체가 모두 지니고 있지만 소설은 대부분 사건의 중개자에 

의지하는 반면, 영화는 중개자의 역할이 소설만큼 영향력이 많지 않다. 대신, 영

화는 미장센, 편집, 조명, 카메라의 움직임 등 시각적 요소들로 담화를 대신한다.

이처럼 영화는 다른 매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아니

지만 앞서 서술하였던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서사를 전

달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가 되었다.

10) S. 채트먼 저,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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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론

앞서 영화의 기원부터 구성요소, 그에 따라 드러나는 영화의 서사성까지 알아

보았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공간은 서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공간을 구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의미를 공간에 담아놓는지를 

미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의 서사이론들마다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이원론적 

서사이론은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ce)로 이루어져 결과적인 텍스트만을 논

의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는 이야기에 대한 이론보다는 서사의 전달 방식

과 구조(담화)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미케 발(Mieke Bal)의 삼원론적 

서사이론은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하나의 층위로 설정하여 서사를 만들어

가는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에 유용11)한 서사

이론이다. 미케 발은 서사물의 구조를 ‘이야기’와 ‘담화’로 나누는 이분법에서 벗

어나 파블라(Fabula), 스토리(Story), 테스트(Text)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12)

본 연구는 미케 발의 삼원론적 서사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영화적 특성에 맞

게 수정하여 사례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2-1 미케 발의 삼원론적 서사구조 

그가 제시한 세 가지의 층위는 ‘서사화 과정’의 순차적 단계들이다. 파블라는 

서사물의 재료이자 구성요소로써 요소들의 특정한 배치와 질서화 과정을 통해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는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들로 변화되어 텍스트가 된다.13)

서사 텍스트의 구조를 파블라, 스토리, 텍스트 세 가지로 분류한 미케 발의 구

11) 백은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의 서사적 해석,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3, p.14

12) 강승완, 복합상업공간의 서사적 테마성 분석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10, p.46

13) Mieke Bal 저,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199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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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은 서사의 층위를 스토리와 담화로 분류한 러시아 형식주의와 이원론적 서

사이론과는 구별된다.14) 삼원론적 서사구조론은 기존 이원론적 구분법의 담화

(Discoure)의 영역에 포함되어 지던 ‘서술의 진행’을 따로 조명하여 부각시킴으로

써 서술하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15)

물론, 미케 발은 서사구조를 텍스트, 스토리, 파블라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분석될 수도 있지만 각 층위가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16)

1. 파블라

미케 발은 파블라(성분:Elements)를 연대기적·논리적으로 연결된, 행위자에 의

해서 야기되거나 경험되는 사건의 연속이라 정의한다. ‘사건’의 연속성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다. 또한, 사건을 기술하는 표준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관점

에서 본다면, ‘행위자’와 ‘행위’는 항상 사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사건은 상황의 전이 및 확장, 축소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건은 항상 ‘시간’을 포

함하게 된다. 시간은 파블라의 구성요소로써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또한, 사건은 

상상의 장소이던 실제의 장소던 항상 어딘가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행위자, 시

간, 사건, 장소 등은 모두 파블라의 재료들이다. 이들을 미케 발은 성분(Element)

라고 부른다. 17)

1) 사건

미케 발은 사건에 대하여 ‘행위자가 행동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느 상태

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건이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사건은 하나의 과정으로써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사건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크게 개선과 약화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 가지 유

14) Ibid., p.91

15) 한용환, 『서사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16) 강승완, op.oit., pp.46-47

17) Ibid.,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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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또한 가능성이며 실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18)

사건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수많은 가능

성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서로 대립관계인 행위자를 동반하여 나타나

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건들끼리의 연관관계에 의해 연속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은 시간 경과의 충돌 속에 위치할 수 있으며 어떤 사

건들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어떤 것들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2) 행위자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서 행위자는 파블라의 층위에서 특정한 특질을 소유한 

‘행동주(Agent)19)’로 세분화 되어지고 이러한 구분되어지는 특징들이 개인화 되

면서 스토리 층위의 인물이 된다. 행동주는 목적론적 의도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관계를 지니는 행위자의 한 종류인데, 이러한 행위자는 사건의 범주에 따라 목적

어 행위자와 주어 행위자로 분류되며 이때, 목적어 행위자는 굳이 인물일 필요는 

없다. 사건속의 행위자들은 대립구조에 의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로써 사

건의 진행에 개입되어진다.

3) 시간

서사이론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의 연속

성 또는 시간 논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사건들은 특정한 시간 속에서 발생하며,

특정한 순서를 가지고 일어난다. 하나의 파블라에서 시간적 경과는 서사텍스트 

내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의 경과는 위기와 전개20)사이

에서 발생하게 된다.

사건의 위기와 전개의 리듬을 조절한다는 것은 시간 논리의 조작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즉, 사건의 시간 지속을 압축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통하여 시간

적 순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 강혁진, 서사이론을 통한 건축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석사논문, 2002, p.9 수정인용

19) 파블라의 층위에서 요구되는 독특한 특질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

20) Ibid., p.11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기란 사건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시간적 공간을 시사하며,

전개는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주는 좀더 긴 단위의 시간적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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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소

서사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장소는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써 특정한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장소는 문장들의 묘사, 표현에 의해서 유추되어질 수 있

으며 동시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화되어진 공간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인간의 사고는 공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공간적 요소는 파블라의 층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각각의 파블라 요소들에 장소를 지정하고 후에 요소

들의 유형이나 행우자의 신분, 그리고 장소 사이에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다.21)

미케 발은 파블라에서 제시한 장소는 후에 스토리에서 언급되어지는 장소와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파블라에서 나타나는 장소는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또는 지형학적 위치, 내부와 대립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2. 스토리

스토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계화된 파블라로써, 파블라의 순차적 결과가 구조

화된 것으로 독립된 파블라의 요소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배열과 기

능적으로 조합된 상태를 말한다.22) 앞서 파블라의 성분으로 제시했던 장소, 시간,

행위자, 사건 등의 성분들은 스토리 내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체계화의 과정으로 하나의 스토리에는 파블라의 다양한 성분들이 질서화되는 과

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 특정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다. 미케 발

은 이렇게 특정한 스토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양상(Aspects)이라고 말

한다.

서사이론에서 말하는 텍스트가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텍스트는 

스토리가 아님을 뜻한다. 동일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상이한 여러 텍스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블라와 스토리의 차이는 사건의 연쇄를

(Sequence)를 제시하는 형식과 구분하는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23) 따라서, 일

련의 텍스트들은 특정한 스토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파블라의 

21) Mieke Bal, op.cit., p.78

22) Ibid., p.93

23) Mieke Bal 저, 성충훈, 송병선 옮김, 『소설이란 무엇인가-소설서사학』,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pp12-15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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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들이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블라가 현실에 있을법한 서사의 여러 요소들이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이라면, 스토리는 파블라의 재편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때, 주제나 이데올로기 

적인 것이 설정되며, 스토리를 다루는 방식을 관점이라고 한다. 관점이란 파블라

의 성분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법으로써 독자는 파블라의 관점을 이용하여 스토

리를 해석하게 된다. 미케 발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리듬, 빈도,

공간, 초점화, 연쇄적 순차 등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1) 연쇄에 의한 배치

일반적인 서사의 체계에서 사건의 진행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건

의 배치는 파블라와 스토리의 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스토리 

내부에서 사건의 연쇄와 시간의 질서 사이에 내재되어있는 관계의 차이를 의미

한다.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 연쇄를 통한 배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정한 사

물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심리적이거나 미학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24)

이러한 연쇄의 배치는 비시간 논리(Anachrony) 또는 시간 논리의 일탈로 볼 

수 있다. 시간의 일탈에 따른 현상으로 방향, 규모, 거리로 나누고 있으며, 이것

은 파블라의 양상으로써 스토리가 갖는 특별한 연쇄이며, 비시간 논리는 특별한 

문학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다.

2) 리듬

스토리와 파블라의 변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차원에서 시간에 대한 문

제에 접근하거나 연대기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더라도 파블라에서 시간이

란 어떤 것인가, 파블라와 스토리 사이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산술화할 수 있는

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미케 발은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톨

에서 리듬이라는 항목을 두고 기존의 장면, 감속, 요약, 휴지, 생략의 개념에 수

24) Mieke Bal, op.cit.,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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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공식을 창안하여 이론화하였다.25)

파블라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며 발생하는 시간의 양과 그러한 시간과 시간 사

이의 속도 즉, 리듬은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리듬은 사건에 의하여 통제되

고 요약, 생략, 멈춤, 감속화의 기법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건들의 연속인 에피소

드를 포함한 여러 사건들의 시간의 양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리듬에 대하여 규

정할 수 있다. 소설을 예로 들어보자면 주인공의 일대기에는 주인공의 탄생, 유

년기, 사춘기, 첫사랑, 사회적 야망, … 등 여러 시간을 담고 있다. 각각의 에피소

드에는 할당된 페이지의 숫자에 따라 각자의 에피소드마다 관심의 양이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영화나 공간에서도 배치된 사건, 프로그램의 시간의 

양에 따라 리듬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3) 빈도

앞서 다룬 리듬과 배치에 의한 순서라는 시간의 두 가지 양상은 ‘빈도’에 의하

여 형태가 변한다.26) 이것은, 스토리의 사건과 파블라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사건의 횟수의 관계를 의미한다.

반복이란 사건이 최초에 일어나고 이후에 여러 번 제시되는 것을 일컫는다. 첫

째로, 일반적인 반복은 유사성을 보이는 사건들이나 그러한 사건들의 제시를 의

미한다. 즉, 가장 일상적인 빈도는 한번 일어난 사건을 단 한 번 제시하는 것이

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빈도의 유형은 하나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시하는 경우이다.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는 아니지만 자

주 발생하고 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빈도를 강한 반복적 효과로써 이야기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전적

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관심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

25) 김기우, 세 가지 범주로 서사 구조 이론의 새 가능성 제시:미케 발의 『서사란 무엇인가』, 한국서사학회 내러티브 제 4호, 2001, p.298

26) Mieke Bal, op.cit.,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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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소에서 공간으로

앞서 파블라의 성분으로써 장소를 다루었다. 파블라의 장소는 행위자가 존재하

고 사건이 일어나는 지형학적 위치를 의미했다. 장소의 개념은 물리적이고 수학

적으로 측정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소설의 장소가 현실에 실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장소를 파블라에 포함하도록 지시한다.27) 즉, 사

건이 일어나는 단순한 지형학적 장소는 명백한 특성을 부여받고 특별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

스토리는 파블라의 성분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소는 특정한 지각점과 연계되는데 이때의 지각과 연계되는 특정한 장소를 ‘공

간’이라고 한다. 이때, 지각점은 인물일 수 있는데 그 인물은 공간에 위치해서 공

간에 반응하며 공간을 관찰한다.28)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는데 관련이 있는 감각은 시각, 촉각, 청각이다. 이는 모

두 스토리에 있는 공간의 제시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로 시각은 형상,

색채, 형태에 대한 지각을 주관하며 공간을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두 번

째로 청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작고 사소한 소리라도 그것은 공간의 제시에 기

여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물체가 낮게 떨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물체

가 화자로부터 대략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또, 대화 도

중에 특정한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라면, 같은 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거

리에 있으며, 예를 들면 얇은 파티션 뒤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촉각은 촉각

으로 인한 지각은 공간적 의미에서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하지만, 촉각을 

통해서 대상의 질료나 대상의 실체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된다.29)

스토리에서 공간의 기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배경으로 하나

는 행동이 실현되는 장소로써이다. 이러한 공간은 ‘주체화’가 가능한데 이때의 공

간은 ‘행동의 장소’라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장소’인 것이다. 공간의 이러한 특성

은 파블라에 영향을 미치고 파블라는 공간을 제시하는데 종속된다. 이때, 배경으

로써의 공간과 주제화된 공간이 관계가 있는 곳에서 공간은 지속적이거나 역동

27) Ibid., p.169

28) Ibid., p.169

29) Ibid., 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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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역동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은 인물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하나의 성분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은 고정된 배경으로써 주제화가 이

루어지던 그렇지 않든 간에 사건은 공간의 안에서 일어난다.

5) 초점화

사건은 반드시 어떠한 ‘시각’에 입각하여 제시된다.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이든

지 허구의 사건이든지 간에 ‘시점’ 즉, 사물을 견지하는 특정한 방법과 각도는 선

택되기 마련이다.30)

지각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독자가 지각하게 되는 장면에 영향을 끼

친다. 초점화는 ‘시각’과 ‘보여지는 것’, ‘지각되는 것’ 사이의 관계이다. 다시 말

하자면 보는 주체와 주체에게 보여지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 빛이 비치는 각도, 대상에 대한 심리적 행위 등을 말

할 수 있다. 즉, 초점화란 스토리의 차원에서 제시된 파블라의 구성요소들이 독

자에게 수용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독자는 초점화의 대상을 화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인물이 화자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겨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3. 텍스트

앞서 설명한 기법으로 스토리에 배치된 파블라의 요소들은 아직 텍스트가 아

니다. 서사 텍스트는 언어로 쓰여지는 스토리로써 텍스트(Words)는 언어 기호가 

특정한 규칙에 의하여 구조화(서술)된 전체를 의미한다. 미케 발의 텍스트에 대

한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텍스트를 누가 서술하는지’ 두 

번째로 ‘어떻게 서술되는지’이다.

미케 발은 화자가 인물도, 작가도 아니라는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화자는 서사 

행위를 이끌어가는 기능임과 동시에 언어학적인 주체’라고 주장하며31) 텍스트를 

30) Ibid., p.181

31) Ibid.,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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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는 화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였고, 서사 텍스트를 서술함에 있어 사건

에 대하여 모종의 견해를 언급하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자가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장소나 외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방법 등이 시간의 경과를 가

리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텍스트의 결과물이 달라

진다고 말한다.

즉, 텍스트는 스토리와 파블라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서술,

묘사, 화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화자

화자는 미케 발의 서사주의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화자의 독

자성과 텍스트에 독자성이 부여되는 방식이 텍스트에 구체적인 인물상을 제시하

도록 한다. 파블로부터 스토리, 서사 텍스트에 나타나는 행위자, 초점화자, 화자

라는 세 층위는 서로 관계의 복잡성을 계층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렇게 층위를 세

분화하는 것은 텍스트의 복잡한 기능과 의미를 살피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필

요로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파블라의 행위자, 스토리의 초점

화자, 텍스트의 화자가 공간을 체험할 때 공통적인 전제로써 공간을 체험하는 신

체로 해석하고자 한다.

2) 묘사

스토리를 구조화하기 위한 의미론적 방법으로 묘사를 말할 수 있다. 묘사를 하

기 위해서 묘사의 대상인 주 테마(집)와 주 테마를 이루는 구성 성분인 부 테마

(지붕, 문, 방)로 나뉜다. 그래서, 묘사를 할 때는 서술부에는 다양한 형용사가 첨

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서술부는 대상의 특성을 나타낼 

때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 행위가 기능이나 행동, 용도 등을 지시할 때

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하여 효과적인 표현이 힘들다. 이때, 은유는 묘사의 대상

인 테마를 대체할 수 있고 표면적 의미까지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은유의 기능

은 주 테마뿐만이 아니라 부 테마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 테마와 부 테마는 환유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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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케 발은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지시적, 백과사전적 묘사’, ‘지시적-수사학

적 묘사’, ‘은유적 환유’, ‘체계화된 은유’, ‘환유적 은유’, ‘은유의 연속’ 6가지의 

스토리의 묘사하는 유형을 제시한다.

3) 서술

텍스트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이야기의 출발점인 ‘주제부’, 이야기의 

핵심인 ‘설명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부와 설명부를 통하여 나타난 주제 관계

의 복합체를 텍스트 구성의 뼈대로 볼 수 있으며, 텍스트는 이야기의 핵심인 주

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체이다.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내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명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달라진다. 즉, 서술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주제

부와 설명부를 전개하는 방법이라 이해할 수 있다.33)

32) Ibid., p.239

33) 강승완, op.cit.,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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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화의 공간

제1절 영화의 공간 구성요소

제2절 서사이론의 공간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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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연구제목 공간 구성요소의 구분

1
장희나

(2010)

브랜드 커피 전문점의 공

간디자인 구성요소와 마

케팅과의 관계분석 연구

구조적 요소 바닥, 벽, 기둥, 동선

가구 요소

테이블, 의자, 

주문카운터, 상품 

진열장, 집기류

장식적 요소
마감재, 색채, 패턴, 

그래픽, 디스플레이

2
최홍복

(2010)

패션전문점의 실내 공간 

디자인 이미지 유형과 구

성요소 분석연구

수직적 요소 기둥, 벽

수평적 요소 바닥, 천장, 지붕

가변적 요소 문, 창, 계단

3
유은주

(2005)

디자인호텔의 실내 공간 

이미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구조적 요소
바닥, 벽-개구부, 

천장, 기둥, 계단

의장적 요소 질감, 무늬, 색채

장치적 요소
가구, 조명, 

예술장식요소, 조명

4
정룡호

(2002)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공

간의 이미지유형 및 구성
공간적 요소

바닥, 벽-개구부, 

천장, 기둥, 동선

<표 3-1> 공간 구성요소의 구분

제3장 영화의 공간

제1절 영화의 공간 구성요소

앞서 영화예술과 미케 발의 삼원론적 서사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영

화 속의 사건과 서사는 스크린 속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간에서 큰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사건과 서사가 만들어지

는 영화속의 공간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간의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는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 공간의 의미 분석을 위하여 선행 연구자 장희나(2010), 최홍복(2010), 유은주(2005),

정룡호(2002), 호수진(2002)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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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표면 의장적 요소
마감재료(목재, 석재, 

타일, 플라스틱, 기타)

가구 요소

조명 요소

디스플레이 요소 M.V.P, V.P, I.P

예술 장식 요소

5
호수진

(2002)

실내공간의 이미지 정체

성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

에 관한 연구

건축 요소 벽면, 바닥, 천장

가구 요소 소재, 형태

조명 요소

색채 요소

구    분 영    역

형태 요소 바닥, 벽, 천장, 기둥, 개구부

조명 요소 자연조명, 인공조명

색채 요소 색채, 재료, 오브제

<표 3-2 > 선행연구를 재구성한 공간 구성요소의 구분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구성요소를 <표 3-2>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재구성한 공간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영화속 공간의 의미를 읽어

보고자 한다.

1. 형태

1) 바닥

바닥은 천장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적 요소이다. 공간을 이루는 가장 기

본적인 요소이며, 공간의 형태를 구성하면서 공간을 한정하며, 단위공간의 확장,

연속이 가능하다.34)

34) 장희나, 브랜드 커피 전문점의 공간디자인 구성요소와 마케팅과의 관계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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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넓이, 높낮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며, 바닥과 바닥

의 높이 차이가 커질수록 경계는 강해지고, 영역의 차별성이 커진다. 바닥이 높

아질수록 수평면 위의 영역은 우월성과 지배감이 커지며 그 주위와 위계질서가 

생겨난다. 높아진 바닥은 위에서 끌어올리거나 아래에서 받쳐 올린 것을 연상시

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

발전 등을 의미하며 위에 있는 영역은 높은 지위나 힘을 상징할 수 있다. 즉, 높

은 위치의 바닥을 올려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반면, 상대

적으로 아래에 있는 바닥 또한 주위로부터 구별된 영역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하

위 영역이 된다. 기준이 되는 바닥보다 낮은 영역은 땅속, 휴식, 정체, 죽음 등을 

상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3>은 앞서 이야기한 바닥의 상대적인 높이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유    형 영향 및 효과

높은 위치의 바닥 영역 우월성, 지배감, 성장, 발전, 등

낮은 위치의 바닥 영역 정체, 휴식, 죽음 등

<표 3-3 > 바닥의 상대적인 높이에 따른 영향 및 효과

그림 3-1 영화 야연의 장면속 공간 그림 3-2 영화 야연의 장면속 공간이미지

위의 이미지는 <그림 3-1>, <그림 3-2>는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 ‘야연(The

Night Banquet, 2006)‘의 한 장면과 해당 공간 이미지이다. 큰 공간의 중앙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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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빨간색의 높은 바닥과 네 개의 조명이 큰 공간 속에서 중심적인 영역을 구

축하고 있다. 네 개의 낮은 조명으로 영역을 만듦으로써, 무대 위의 사람들을 

<그림 3-2>와 같은 큰 공간에서도 덜 왜소해 보이게 하고, 무대가 꽉 차 보이게 

하여 등장인물을 보다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35)

2) 벽

벽은 실내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인 요소로써 바닥과 함께 공간의 형태와 크

기를 결정하며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벽은 공간의 대상에게서 가장 먼저 지각될 뿐만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따라서, 벽의 재료, 패턴, 색채 등은 공

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또한, 벽은 그 높이에 따

라 시각적 특성을 달리하여 벽의 높이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시각적 개방, 시

각적 차단, 상징적 경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벽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

간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심리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36)

또한, 벽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벽의 변형은 공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에 의한 벽의 특성은 다음 <표 3-4>와 같다.

벽의 형태 형태 의미

직선의 벽

대지와 밀착되어 안정된 수평성

하늘로 향하는 상승된 수직성

속도감과 방향성의 사선

곡면의 벽
연속된 곡면을 통하여 공간의 

유연성과 운동감을 표현

오목한 벽 공간의 내부 지향성

볼록한 벽 공간의 외부 지향성

기울어진 벽 벽의 오브제화

박선라, 공간구축요소로서 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8 참조

<표 3-4> 형태에 의한 벽의 의미

35) 조재현 저, 『공간에게 말을 걸다』, 멘토프레스, 2009, pp.73-74

36) 김남효 저, 『실내건축 디자인 총론』, 서우, 200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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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

천장은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바닥 이외의 또 다른 수평적 구조 요소로써 천장

의 형태는 경사나 단차의 변화를 통해 천하여 천장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변화시

켜 공간에 방향성과 확장감을 줄 수 있다. 천장은 표면의 형태와 색채의 다양성

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며, 천장의 높이는 바닥의 면적에 

따른 심리적 이미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넓은 면적의 공간에서 천

장의 높이가 낮다면 상대적인 공간의 무게감과 압박감은 배가되며 반대로 좁은 

면적의 공간에서 천장의 높이가 높다면 면적에 따른 압박감보다는 상승감을 느

낄 수 있다.37)

천장의 높이 이외에도 <그림 3-3>과 같이 오목한 형태의 천정은 곡면의 감싸

는 성격에 천장의 보호적인 성격이 더해져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림 

3-4>처럼 볼록한 면을 가진 천장은 상대적으로 곡면의 양쪽으로 상승하는 속도

감이 커지며, 곡면의 중심과 구심력으로 인하여 천장의 존재감이 강하고 위에 무

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그림 3-5>과 같은 형태의 천장

은 국면 너머 위쪽으로 회전하는 속도감을 가지게 되고, 곡면 너머에 대한 호기

심, 기대감과 함께 무엇인가 내려올 듯한 기대감을 준다.38)

그림 3-3 오목한 천장 형태 그림 3-4 볼록한 천장 형태 그림 3-5 곡면 천장 형태

4) 기둥

기둥은 공간의 수직적인 요소로써 상부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적인 요소로 

주로 사용되지만 구조적인 요소와는 관계없이 공간에 특성을 부여하거나 강조할 

37) 이민아, 화장품 전문점의 색채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7, p.11

38) 조재현, op.cit., p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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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또는 공간에서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된다 특히, 기둥은 벽, 바닥, 천장이 배경

으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와 존재감이 더욱 강하여 대상

에 대한 강조와 상징성을 나타날 때에 효과적이다.39) 또한, 기둥은 기둥의 수와 

위치에 따라서 공간을 분할하거나 동선을 유도하기도 한다.

기둥을 형태적인 면에서 보자면 기둥은 주변이 수평적인 형태일 때 상승감이 

커지고 권위, 초월, 이상, 발전 등을 상징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모여 

패턴이나 형태적으로 보이게 되면 경계와 문의 성격을 갖게 되어 한 개만 독립

적 달리 공간에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40)

5) 개구부

개구부는 출입구 또는 창문을 지칭하며 벽이 없는 부분을 총칭하며 크기, 형

태, 위치 및 구조 등을 조절하여 공간의 목적과 이미지에 맞는 형태로 공간에서 

사용된다. 개구부는 단순하게 건축물의 구성요소만이 아닌 공간 체계에서 작용하

는 전이적인 공간(Transitional Space)이며, 공간의 내외부를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써 해석되어 뚫림(Void)이라는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해석된다.41)

보이드(Void)는 주위의 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주위 

공간이 보이드를 향하게 만든다. 사각형의 보이드는 직교방향의 구심력이 강하

고, 원형의 보이드는 방사형의 구심력을 갖으며 곡면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방향에 따른 보이드의 이미지의 예로 수직방향의 보이드는 열리고, 확장된 형

태를 가지면서 상승감과 하강감을 만들며, 위라는 방향은 하늘을 연상시켜 초월

적, 절대적, 성스러움, 자유, 해방, 발전, 힘, 명예, 권력 등을 상징하게 된다. 반

면, 위가 열려있다는 것은 동시에 지붕이 없다는 것을 연상시켜 노출되어 보호받

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동반한다. 공간의 크기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더 큰 존

재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되며, 공간의 중심은 높은곳에 위치하여 부담스러운 느

낌을 준다.

39) Ibid. p.103

40) Ibid. p.107

41) 이은화, 개구부의 환경심리적 요소를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9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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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드로 인해 생겨나는 빛 또한 영역을 만든다. 빛이 상징하는 태양, 생명력,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에너지는 수직방향의 보이드와 방향이 함께하고, 서로 상징

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그래서, 보이드를 통해 내려오는 빛과 보이드는 서로 상

승작용을 일으켜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42) 이렇게 공간에서 보이드는 비워져

있는 형태 뿐만이 아니라 보이드를 채우는 요소까지도 고려되어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림 3-6 Water Museums(2004) 그림 3-7 Church of light(1989)

2. 조명

1) 자연조명

자연조명은 태양을 근원으로 하는 빛으로써, 햇빛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하며 자연 채광을 하는 공간은 자연의 계절과 기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

용자가 지각하는 공간의 성격과 분위기가 변화되므로 공간에 유동성이 존재한다.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 연출로는 측창채광, 천창채광, 정측창채광, 간접채광의 

방법이 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공간을 비추는 방법이며 자연광의 유입 방식에 

따라 공간의 연출과 성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5>는 앞서 말

한 4가지 자연광의 연출 방법에 따른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43)

이와같이 자연 조명을 이용한 공간의 연출은 공간의 성격과 이미지를 공간의 

설계자가 의도하는대로 연출하기에 유용한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42) 조재현, op.cit., pp.213-214

43) 손명환, 건축가의 빛의 특성을 적용한 식음공간 조명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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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효과 공간 연출 및 성격 이미지

측창

채광

· 물체의 음영을 명확하게 표현 

하여 입체감과 질감의 분명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만든다.

·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창을 투명하게 

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든다.

· 드라마틱한 연출

· 음영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생동감

· 동적인 개방감

· 환희

· 기쁨

· 숭고함

· 엄숙함

천창

채광

· 빛이 걸러지는 효과로 의해 빛을 

받는 위쪽은 밝게 빛나고, 

아래쪽은 은은한 효과를 갖는다.

· 상승감과 더불어 공간의 질서에 

대한 중심적 역할로 시선의 집중을 

유도하며, 신비스런 분위기, 장엄한 

분위기 등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 

연출에 사용된다.

· 부드러운 빛의 확산

· 입체적 질감 표현

· 구심적 공간 연출

· 상징적, 극적 공간감 형성

· 온화함

· 아늑함

· 온온함

· 숭고함

정측창

채광

· 구조체와 결합하여 빛을 천장에 

반사시켜 실내를 밝힌다.

· 창의 높이에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는 효과만 나타나게 되어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입체적인 질감 표현

· 음영의 변화에 따른 생동감

· 신비적, 상승적 공간감 형성

· 안정감

· 온화함

· 평화로움

· 경외감

간접

채광

· 구조체와 설치물을 통해 빛을 

실내로 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 직사광선의 입사를 방지하고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다.

· 부드러운 빛의 확산

· 드라마틱한 연출

· 신비적 공간감 형성

· 안정감

· 아늑함

· 온온함

손명환, 건축가의 빛의 특성을 적용한 식음공간 조명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6 참조

<표 3-5> 자연광의 유입 방법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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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자연광을 이용한 공간 형태

(Edward T.White 저, 조철희 역, 『건축개념과 형태어휘』, Spacetime, 2000, p.100) 

2) 인공조명

인공조명이란 자연광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광원이다. 자연광원이 차단

되어 유입되지 않는 장소 및 시간에 빛을 제공하여 인간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자연광과 달리 인공광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빛의 양과 방향, 질 등을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간을 밝히는 행위를 넘어서 심미적, 미적인 효과를 

위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44)

심리적인 효과가 중요한 공간에서 조명연출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강조기법, 월워싱 기법, 그림자 연출기법, 실루엣 기법, 상향광 조명기법, 하향 

조명기법, 글레이징 기법 등이 활용된다. 각 기법의 내용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45)

44) Ibid.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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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조기법(High Lighting) – 물체를 강조하거나 공간의 어느 한 부분에 집

중의 효과를 주고자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특정 물체나 위치에 주변 대비 5배 

이상의 빛을 투사함으로써 배경과 강한 대조를 이루어 주의를 끌고 강조하는 효

과를 발생시킨다.

② 월워싱 기법(Wall Washing) - 수직 벽면을 빛으로 쓸어내리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는 기법으로 공간을 확대시키는 시각적인 느낌과 함께 공간의 한쪽 면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공간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점으로 작용하여 사용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벽 뿐만이 아니라 바닥이나 천장면에도 같은 기법으로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6)

③ 그림자 연출기법(Shadow Play) - 그림자 연출기법은 광선이 배경이 되고 

빛에 의한 음영의 형태가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림자의 질감

과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이때, 빛과 그림자의 관계로 공간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관계가 변화하면 공간의 형태와 이미지 역시 변화한다.

그림 3-9 월워싱 기법(Wall Washing) 그림 3-10 그림자 연출기법(Shadow Play)

45) 김학수, 식음공간의 조명 연출 기법을 통한 공간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28-30

46) 최산호, 『실내건축조명(실내건축 디자인과 실무를 위한)』, 기문당, 200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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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루엣 기법(Silhouette) - 물체의 형상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물체의 세밀한 

묘사는 할 수 없지만 눈부심이 없고 형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광원 앞

에있는 사람의 행위가 실루엣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간이 공간 또

는 환경에 종속되어 보인다. 이러한 공간은 시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

며, 개개인의 내향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된다.

⑤ 상향광 조명기법(Up Lighting) - 상향광을 사용하여 물체나 공간의 윗부분

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빛을 위로 향하게 하여 낭만적이고 

은은한 느낌의 이미지를 자아낸다.

⑥ 하향 조명기법(Down Lighting) - 빛을 높은 천정에서부터 직접 하향시켜 

전체 공간의 전반 조명으로 사용된다. 직접적인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공간은 안

락해 보이고 사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⑦ 글레이징기법(Grazing) - 빛의 각도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벽면의 재질감을 

강조하기 위해 빛을 수직으로 쓸어내리는 기법으로 벽면 마감재료의 재질감을 

강조시킨다.47)

그림 3-11 실루엣 기법(Silhouette) 그림 3-12 글레이징기법(Grazing)

47) 손명환, op.cit.,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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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인공조명을 이용한 공간 형태

(Edward T.White 저, 조철희 역, 『건축개념과 형태어휘』, Spacetime, 2000,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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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채

1) 색채

공간에서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여러 공감각적 경

험과 함께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공간의 색채는 

바닥, 벽, 천장으로 구분되는 구조, 형태적 요소뿐 아니라 가구 및 장식적 오브제

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영화공간의 색채계획은 공간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보다 시각적 인지 범위가 

매우 넓고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의미 습득의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효과적인 

색채계획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공간의 색채는 

해당 공간 속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지되면서 사용자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크다.48)

주로 사용되는 색채는 문화권과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색채

의 이미지는 연상에 근거하며 특정한 이미지를 암시하는 환기적 특성을 지닌

다.49) 대표적인 색상을 통한 감성적 이미지는 다음 <표 3-6>과 같다.

색상 대표적 이미지 색상 대표적 이미지

빨강 정열, 사랑, 생명, 분노, 욕망 검정 위엄, 엄숙, 공포, 죽음, 엄격

주황 즐거움, 활기, 욕망, 억압 회색 안정감, 평온한, 금욕, 삭막한

노랑 낙관, 즐거움, 소망, 경고, 질투 흰색 순결, 순수, 진실, 냉정, 공허함

초록 자연, 보호, 전진, 불행 금색 부유함, 사치, 행운

파랑 평화, 지성, 모험, 비애, 권위적 은색 지적임, 우아함, 차가움

보라 고귀한, 신비스러움, 죽음, 불안 갈색 아늑함, 게으른, 변함없는

유한나 외 2인, 『색채와 디자인』, 백산출판사, 2010, pp.34-43

<표 3-6> 색상별 대표적 감성 이미지

48) 이민아, op.cit., pp.24-25

49) 루돌프 아른하임 저,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5,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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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색채계획은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공간의 색채 사용에 있어 필수 요소로 색채를 발현하는 재료를 말할 수 있

다. 이때, 재료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촉각적 인자들이 공간의 사람에게 지각되어 

공간에 사용된 재료의 표면적 특성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색상뿐만이 아니라 재

료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특성 또한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다. 공간의 이미지 표현은 재료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간의 구성하는 

재료의 결정은 디자인 원리가 표현되는 의미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50)

공간에서 재료는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디자

인에 있어 재료는 외피에 나타나는 형태와 효과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미지의 표

출을 위한 매개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51)

공간 디자인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얻어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재료를 천연재(Natural Material), 이것을 1차 가공한 가공재(Processed

Material), 여러 가지의 재료를 합성시켜 만들어낸 합성재(Synthetic Material)로 재료

의 가공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52)

① 천연재 –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바로 사용하는 천연재는 용도에 맞추어 

인공적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주

로 나무와 돌이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규격에 맞추어 사용한다.

② 가공재 – 가공재는 용도에 맞추어 특정한 형태로 천연재를 가공한 결과물

이다. 천연 상태의 점토는 불로 구워져 타일이나 벽돌로 사용된다. 조그마한 돌

이나 모래는 시멘트와 혼합되어 내부에 철근으로 보강된 인위적인 석재, 즉 콘크

리트를 만들거나 이와 유사한 블록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나무는 얇은 판

으로 켜서 합판으로 붙여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금속재 또한 천연재인 광석에서 

추출, 제련, 가공하여 만들어진다.

③ 합성재 – 합성재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

거나 인위적인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었다. 유리는 모래와 다양한 요소들을 열로 

50) 박길룡, “건축의 재료 조형”, 『월간플러스』, 1990.10, p.132

51) 한석우, 국내 레스토랑 실내마감재의 사용현황과 색채표현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37

52) John F.Pile 저,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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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해시켜 합성한 결과물이다. 현재 합성재로 가장 우리의 삶에 익숙한 소재는 플

라스틱이며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해낸 여러 가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다.53)

본 논문에서는 영화속의 공간이 현실을 투영하여 만들어졌다는 전제 아래 본 

논문에서는 추후 이루어질 사례분석을 위하여 SF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

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공간에는 너무나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인지에 의하여 재료가 어떻게 보편적 요소로 

정리되는지에 대해 다음 <표 3-7>과 같이 정리하였다.

질감
물체에서 촉감의 경험으로 얻어진 느낌을 

시각을 통하여 표피적 특징을 인식하는 것

- 거칠기

- 광택의 유무

촉감

대상이 되는 재료의 표면 상태, 속성, 조직 

구성, 이전의 경험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성

- 따뜻함

- 차가움

양감
물체의 무게감, 중량감을 인식하여 형태적인 

양감과 더불어 입체적인 양감으로 구분

- 무거움

- 가벼움

색감 눈에 들어오는 빛에 색채에 감각되어 진 것
- 따뜻함

- 차가움

투과도
재료에 빛의 투과정도에 따라 공간표현의 

다양성, 물질성, 비물질성을 표현하는 주 요소

- 투과(투명, 반투명)

- 반사

엄희란, 현대 상업공간에서 재료와 공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31

<표 3-7> 인지에 의한 재료표현의 보편적 분류

53) 엄희란, 현대 상업공간에서 재료와 공간이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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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브제

오브제는 회화, 공예품, 도자기, 장식품 같은 인테리어를 완성시키는데 사용된 

모든 종류의 오브젝트(Object)를 뜻하며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나 

시각적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오브제에 대한 설명 추가>

이러한 오브제는 공간속에서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위치 및 설치 방법을 고려

하고 공간의 성격과 가구, 분위기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오브제

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장식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영화속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속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의 예시로써 <그림 3-14>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의 한 장면이다. 영화는 서기 2027년, 모종의 이유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종말의 시대를 그리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폭

동과 테러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무너품 보호청에 다리 부

분이 손상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전시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는 예술품의 그림과 같은 오브제화는 영화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문명의 파괴를 암시하고 있다.

그림 3-14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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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사이론의 영화공간적 해석

1. 서사텍스트로서의 영화공간 해석 가능성

영상에서 장면의 경험은 언어적/비언어적 텍스트에 대한 인지과정이다. 영화의 

장면에서 관객이 경험하는 사건의 과정은 하나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의 

전이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형태, 조명, 그리고 색채에 이르기까지 관객이 겪

게 되는 경험의 요소는 다양하다. 이처럼 영화공간을 경험하는 과정은 ‘서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영화공간에서의 경험은 하

나의 이야기 구조를 실현시키는 서사화 행위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공간 경험과정은 서사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공간을 인지하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시지각을 통해 사건이 일

어나는 장면과 그 장면에 구축된 공간을 시지각적인 경험의 과정과 상호교류 관

계를 거치면서 ‘특정한 의미'를 인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공간에서 경험하는 의미는 중요한 디자인 전략 실행을 위한 개념(concept)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사이론을 적용한 영화공간에 대한 해석은 유효한 

인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5 영화공간의 서사 텍스트로서의 인식 가능성

이처럼 영화공간을 인지하는 과정을 서사텍스트파블라, 스토리, 텍스트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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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층위로 대입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6 파블라-스토리-텍스트의 관계

파블라는 논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경험되는 사건

의 연속이다. 영화공간에서 파블라의 성분들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은 공간의 

인식 주체인 인간이 경험하는데 수반되는 영상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파블라는 스토리의 내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표현방법과 관련해 고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가 디자인적 요소(형태, 조명, 색채 등)로 표

현된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는 파블라의 연쇄로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체계

화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그 방법으로는 연쇄적 배치, 리듬, 빈도, 장소에서 공간

으로, 초점화 등이 있다. 스토리는 공간에서 제시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결합과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토리는 공간의 결합과 다양한 표현방법을 위

한 실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는 언어 기호로 구조화된 전체이다. 텍스트는 누가 서술하는지, 또 무엇

을 묘사하고 어떻게 서술하는지가 중요하다. 화자에 의해 언어 기호로 묘사되어 

구조화되는 것을 텍스트로 본다면, 이는 공간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언

어학적 묘사 방법지시적 묘사, 은유, 환유과 주제 전개 방법 등을 통해 공간의 

테마가 서사텍스트로서 의미화 및 구조화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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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서사텍스트와 영화공간의 서사적 구성 관계

영화공간의 체험과정을 서사텍스트로 이해하고 앞서 살펴본 서사이론을 통해 

이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실천 전략을 도출 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사이론을 통해 영화공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서사이

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파블라, 스토리, 그리고 텍스

트의 층위별로 영화공간을 해석 한 후 분석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 항

목으로 재설정하고자 한다.

2. 파블라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구성요소

파블라의 성분들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은 공간의 인식 주체인 인간의 다양

한 경험을 위해 공간에 전제되어야 할 장면의 구성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1) 사건의 공간적 해석

사건의 공간적 표현은 서사 주체의 의도가 영화공간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공간의 의미는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고, 물리적 

형태나 조명, 색채 등의 조형적 요소는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참여하는 것이다. 사건 측면에서 바라보는 영화공간은 사건을 통해 영화공간의 

의미를 파악 할 수게 해준다. 선행연구자 박진배(2003)는 영화 속 장면을 구성하

는 바닥 양식, 병 모양 등의 디테일이 영화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구조와 관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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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4) 또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공간의 형

태 등이 스토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감상을 위해 필요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표 38>의 왼쪽 그림인 영화 타임 패러독스에서 한 남자가 양손에 가방을 들

고 건물의 로비를 지나고 있다. 이 남자는 뉴욕을 초토화시킨 폭파범을 잡으려고 

시간 여행을 하는 템퍼럴 요원이다. 한 손에 들려 있는 가방이 바로 타임머신이

다. 건물 중앙에 둥그런 시계가 배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쭉 뻗은 복도는 마치 

타임머신이 시간의 정거장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듯하다. 또 다른 영화는 나니

아연대기의 초반 장면이다. 전쟁을 피해 먼 친척 집에 맡겨진 네 남매들은 숨바

꼭질 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막내인 루시가 옷장에 숨는데 이 옷장이 환상의 나

라 나니아로 들어가는 마법의 문이었다. 루시가 마법의 옷장을 열어보고 있다.

필연적인 사건 발생 우연에 의한 사건의 발생

타임 패러독스(2014), 마이클 스피어리그 나니아 연대기(2005), 앤드류 아담슨

<표 3-8> 사건의 공간적 해석

2) 행위자의 공간적 표현과 해석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서 행위자는 파블라 층위에서 사건을 선택하고 움직임을 

형성하는 성분이다. 영화적으로 본다면, ‘행위자’는 장면 속 주체자인 동시에 사

건에 참여하는 인물이며, 영화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영화공간은 인간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공간은 감독이 만들어 낸 공

간적 질서에 따르는 배우의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때때로 행위가 없

54) 박진배, op.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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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화공간도 존재하며, 행위자 없는 영화공간 또한 영화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영화공간의 특성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영화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행위자가 있는 공간 행위자가 없는 공간

해리포터 : 마법사의 돌(2001), 크리스 콜럼버스 아논(2018), 앤드루 니콜

<표 3-9> 행위자의 공간적 해석

<표 39> 왼편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가 아이들의 기숙사를 정해

주는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행위자는 바로 모자이다. 모자가 

해리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기숙사를 선택해 준다. <표 39> 오른쪽은 영화 아

논(anon)의 한 장면이다. 아논은 '익명(anonymous)‘이란 단어를 줄인 것이다. 이

곳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 직업 등이 자막으로 나타나고 그에 관

한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보관된다. 이 장면은 누군가 보고 있는 방에 대한 정보

가 자막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공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자가 있

음을 시각적 자막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시간의 공간적 해석

사건은 상황이 전이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과정은 변화이며, 발전이다. 따라

서 과정은 시간의 연속이요, 연대기를 전제로 한다. 파블라의 시간은 연대기적이

거나 인과론적인 방법으로 배열해 놓은 것으로서 발생 순서에 따른 것이므로 a

→b→c→d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간의 시퀀스는 시점의 이동을 통한 

‘과정 공간’에서의 배우가 위치를 움직임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지각

을 관객이 인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표 3-10>의 장면은 두 기둥 사이로 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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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두 기둥 밖으로 나감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행동의 변화와 시간이 흐르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영웅(2002), 장이모

<표 3-10> 시간의 공간적 해석

4) 장소의 공간적 해석

파블라에서 ‘장소’는 지형학적 위치로써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블라의 구성성분으로 제시한 장소를 지형학적 위치를 지닌 공간이

며, 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

화에서 장소의 의미는 스토리에서 제시된 ‘장소에서 공간’의 특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블라의 구성성분인 ‘장소’를 행위자가 몸담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실제적 공간으로 보면서, 이 공간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표 3-11>의 장면들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을 행위자들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영화 아가씨에서 두드러지는 장소는 천국이자 지옥인 서재이다. 이 

서재는 서양 도서관의 모습과 일본 다다미방 양식이 혼재한 거대한 모습이다. 이

곳에서 낭독회가 열리고 객석에는 수트를 차려입은 신사들이 앉아 있다. 연기하

듯 책을 읽는 여성과 그것에 빠져드는 남성들의 모습은 지성을 추구하는 독서 

모임이 아니다. 서재는 신사들의 성적 판타지가 펼쳐지는 천국이다. 하지만 히데

코에게는 원치 않는 정신적 노동을 해야 하는 지옥이다. 이곳의 서재는 여성을 

억압하는 공간을 상징하며 그 의미대로 서재는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고 있다.

<표 3-11>의 오른쪽 장면은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두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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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녀와 이들을 품고 있는 LA의 끝없는 하늘과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LA의 어두운 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늘의 별빛과 도시의 조명

의 불빛인 것처럼 두 청춘 남녀의 아름다움도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의 빛 때문

임을 홀로 서 있는 가로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표현

아가씨(2016), 박찬욱 라라랜드(2016), 데이미언 셔젤

<표 3-11> 장소의 공간적 해석

3. 스토리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결합 및 표현 방법

스토리는 특정한 방법으로 체계화된 파블라로서, 파블라의 순차적 결과로 구조

화된 것으로 서사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성분들의 효과적 배열과 그 기능적 조

합 상태를 말한다.55) 다시 말해 파블라의 성분으로 제시한 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 등의 성분들이 스토리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뜻하며, 이 

구성성분들이 공간에 재배열되고 다양하게 결합되는 방법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체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연쇄에 의한 배치의 공간적 해석

파블라에서 사건의 진행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나 스토리는 시간 논리의 

일탈을 통해 사건을 재배치한다. 파블라에서 사건의 진행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면, 스토리 내에서는 시간 순서에 의하지 않고 과거

미래현재, 또는 현재미래과거 등 순서를 변형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

55) Mieke Bal, op.cit.,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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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배치는 파블라의 순서와 스토리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

파블라의 행위와 사건은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선적

인 시퀀스의 특성을 형성한다면, 스토리에서 연쇄에 의한 배치는 시건들을 재배

열하거나 변형을 일으키면서 여러 단선적인 시퀀스들을 충돌시켜 다중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한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시간은 순차적으로 흐른다. 영화는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웨이드 와츠가 가상현실 오아시스(OASIS)에 접속

하여 ‘이스터에그’를 찾아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다. <표 3-12>는 와

츠가 빈민가에 있는 자신의 공간에서 업그레이드된 슈트 이미지를 올려다보고 

있다. 오른쪽 장면은 영화 베스트 오퍼의 마지막 장면이다. 주인공 올드먼은 진

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인 클레어에게 속아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하지

만 올드먼은 클레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신 클레어가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프라하 광장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레스토랑은 수많은 톱

니바퀴시계들이 테이블마다 세워져 있다. 테이블마다 세워진 톱니바퀴 시계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 레스토랑은 여러 시간들이 교차하고 

있는 유동적 시퀀스를 표현하고 있다.

단선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유동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레디 플레이어 원(2018), 스티븐 스필버그 베스트 오퍼(2013), 주세페 토르나토레

<표 3-12> 연쇄에 의한 배치의 공간적 해석

2) 리듬과 반복의 공간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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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토리의 ‘연쇄적 배치’는 시퀀스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해석하

였다. 연쇄적인 배치가 연속적인 운동성에 의한 공간의 결합, 즉 공간의 네트워

크를 의미한다면, 시간의 양에 해당하는 ‘리듬과 반복’은 영화 속 공간으로의 진

입과 이동 경로에 의해 형성되는 시퀀스에 다양한 공간구성요소에 의미를 제공

해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리듬과 반복은 연속적인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의 

속도와 양에 따라 이동이 멈추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며, 더욱 가속되거나 시선

의 주목을 통해 공간에서의 역동적인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해준다.

공간에 있어서 리듬이란 공간이 압축되고 팽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

간의 압축과 팽창이 공간적인 힘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여기에 속도가 암시되어

진다. 공간의 리듬은 공간 흐름의 연속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이동

(Circul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공간의 리듬은 배우들의 이동에 있어서 

정체를 방지하는 전향 장치(Deflector)가 될 수 있다.56)

이처럼 리듬이란 유사한 것들의 갱신(更新)이며, 분절적인 지속성을 갖기도 한

다. 리듬의 본질인 규칙적인 반복이란 하나의 단위가 시간적인 진행에 따라 다시 

나타나는 것이므로, 리듬에는 반드시 단위를 만드는 분절이 있다. 그러므로 그 

분절이 결합하여 전체를 구성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이 있어야 한다.

리듬의 기본적인 성격은 ①원형이 되는 단위에 대한 인식, ②원형과 변형과의 

규칙적인 관계, ③반복, ④대립적 요소, ⑤시간적 관계와 이에서 반복되는 운동의 

의미 등이라 할 수 있다.57)

이상과 같이 서사구조에 나타난 스토리의 리듬과 반복의 개념은 음악, 조형예

술 그리고 공간에서 정의되는 리듬의 본질과 비교할 때,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운동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의 ‘리듬’과 

‘반복’의 개념을 영화공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이론에서 보여지는 ‘리듬’과 ‘반복’은 영화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카메

라의 접근과 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지각적 특성들로서, 여러 영화적 장

치들에 의해 제시된다. 이때 리듬과 반복에 의한 시지각적 특성은 서사이론을 근

56) Mary Otis Steven Tomas F. Mcrulty, World of Variation, George Braziller Inc. 1970, p.69

57) 김광현, 건축사, 8908,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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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하여, 속도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형이 되는 

요소들의 반복에 의한 ‘리듬’, 반복의 지속에 의한 ‘속도’, 요약과 압축에 의한 시

선의 ‘주목’, 생략에 의한 '휴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8 리듬과 반복의 유형

4가지 항목에 의한 세부적 표현 방법들은 영화공간의 구성 기법과 공간의 외피

에 드러난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영화공간에서 리듬과 반복의 강약의 

도입 방법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장면(scene)에서 배우의 진행속도를 영화공간에 

의해 결정하게 하고, 카메라의 초점을 따라 관객의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특정 장소와 배경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리듬과 반복

리듬, 속도, 주목, 휴지의 방법들은 장면과 배경을 지각하는 관객들의 체험의 강

약을 조절하게 된다. 중요 장면으로 관객의 지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듬과 반

복의 조절을 통해 주목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시지각점의 흐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리듬과 속도감을 띠게 함으로써 관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① 리듬의 공간적 표현

리듬과 반복의 요소 중 첫 번째 특성인 ‘리듬’은 특정한 요소가 반복됨으로써 

시지각적으로 리듬감이 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이 영화공간에서는 공

간에 나타난 기둥의 배열의 연속에서, 특정 패턴이나 재료의 반복, 형태 요소들

의 반복에서 주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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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열이나 건축적 요소의

반복에 의한 리듬
개구부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

바닥 또는 벽면의 재료, 패턴에

의한 규칙과 질서감

황후화(2002), 장이모 메이즈 러너(2014), 웨스 볼 해리포터 : 마법사의 돌(2001), 크리스 콜럼버스

<표 3-13> 리듬의 공간적 표현

② 속도의 공간적 표현

‘속도’는 반복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연속성에 의해 질서를 만

들어 내며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램프 등과 같은 조명장치는 연속적인 시선축을 

형성하며 공간에 속도감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한편 건물 외부에 나타

난 반복적 요소들이 리듬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특히 건물 외부 전반에 걸쳐 곡선이 지

속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연속되어 나타날 경우에 속도감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

다.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장치에 의한 연속적인 축 생성

사선이나 곡선에 의해 이루어진

벽면이 리듬감과 속도감을 유도

리듬감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요소들이 공간 전체에 배치

스타워즈(1978), 조지 루카스 가타카(1998), 앤드루 니콜 토탈 리콜(2012), 렌 와이즈먼

<표 3-14> 속도의 공간적 표현

③ 주목의 공간적 표현

‘주목’은 리듬의 요소가 요약 및 압축되어 특정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이다.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안겨주며, 공간의 비일상적 경험을 강조하거나 

전환이 필요할 경우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공간 구성 기법에는 공간에 조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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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품의 설치, 공간에 건축적 설물 구성, 벽체를 사선으로 구축하는 방법 등을 통

해 시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빛을 공간에 강조하는 공간 구성 기법들을 사

용함으로써 주목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아울러 건물 표면의 색채의 강조와 같은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조형물이나 건축적 설치물에 의한 

시선의 강조

빛의 공간적 기법을 이용한

긴장감 유도와 시선 강조
색채를 통한 주목성 강조

반지의 제왕(2002), 피터 잭슨 반지의 제왕(2002), 피터 잭슨 명장(2002), 장이모

<표 3-15> 주목의 공간적 표현

④ 휴지의 공간적 표현

‘휴지’는 생략에 해당되는 요소이며, 리듬과 반복이 생략되어 정지와 휴식의 기

능을 나타낸다. 공간 구성 기법으로서 중심성의 강조로 공간을 경험하는 관객들

에게 시지각의 이동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거나, 고조된 긴장의 완화를 위한 

적절한 배치 등으로 시지각의 이동을 잠시 정지하게 하여 관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scene)의 건물 외벽에 나타난 휴지의 표현 양상은 투

명성을 들 수 있다. 장면의 건물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의 외벽을 채우지 

않고 비워놓아 투명하게 함으로써 장면에서 일어나는 사건, 비일상적인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3) 장소에서 공간으로의 공간적 해석

장소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랄프(Relph)는 장소의 개념

적 속성을 다양성과 의미에 두고, 장소를 ‘인간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의 융합’이

며, 우리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중요한 중심‘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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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독특한 위치, 풍경, 커뮤니티보다는 특정한 환경에 대해 갖는 경험과 의지

에 의해 좌우되는 속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그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를 ’

세상을 질적으로 뚜렷한 중심으로 구별 짓고, 경험을 반영하며 이끌어갈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랄프는 장소의 시간적 의미와 관련해서 ‘장소는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사건, 그리고 미래의 희망의 현재적 재현’이라고 하였다.

서사 텍스트로서의 영화공간을 구성하는 성분인 장소의 표현 방법은 장소가 

지니는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것은 땅

의 해석 과정을 통해 의미를 회복하는 것과 건물을 통해 땅의 의미를 회복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장소 드러내기(defining a place)'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장소 만들기(making a place, place making)'라고 할 수 있다.

① 장소 만들기(making a place, place making)

장소 만들기는 인간과 장소를 하나의 동일한 현상으로 보고 체험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를 둘러싼 장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즉, 영화공간에서의 사

건은 관객의 시지각적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이고 살아있는 상호작

용을 만들어 낸다.

영화의 공간에서 장소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화장면에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조성함으로써 

장소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대지와 공간의 상호 얽힘 속에서 생성되는 개념이 다시 시지각적이고 감

각적인 경험과 상호 얽힘의 관계를 통해 영화공간으로 구체화되는 방법이다. 빛,

색채, 물, 소리 등의 현상적 영역은 시지각적 현상의 상호 얽힘이며, 관객의 시지

각과 결합되어 현상적 공간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셋째, 시지각적 체험을 통해 공간을 장소화하는 방법이다. 장면(scene)은 다양

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장면에서 사건의 체험은 시지각적 경험과 상호 얽

히면서 현상학적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장소성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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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특성 현상학적 특성 체험적 공간

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유기적 공간
공간의 현상학적 상호 얽힘 표현 공간에서 특정한 사건의 발생

반지의 제왕(2001), 피터 잭슨 영웅(2002), 장이모 미션(1986), 롤랑 조페

<표 3-16> 장소 만들기 표현 방법

② 장소 드러내기(규칙 발견/의미 해석하기)

장소성 표현은 장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와 규칙들을 발견해내고 이를 영화공

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장소의 자연적 · 역사적 · 문화적 환경이 가지는 

특수성이 표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장소성의 표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화공간에서 장소 드러내기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연지형과 경관의 연속성을 통한 장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대

지나 경관의 자연이 지니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둘째, 장소의 인문적 해석을 통해 장소의 역사와 사건들을 은유화함으로써 장

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리적(자연적) 특성 역사적 의미 문화적 의미

자연지형 및 경관의 연속성 역사적 기억을 재현 지역적 전통문화의 특성

아바타(2009), 제임스 카메론 레미제라블(2012), 톰 후퍼 글레디에이터(2000), 리들리 스콧

<표 3-17> 장소의 규칙이나 의미를 통한 장소 드러내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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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점화에 대한 공간적 해석

초점화란 스토리 차원에서 제시된 파블라의 각 요소들이 독자들에게 수용되어

지는 관계를 말한다. 지각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은 체험자가 지각하는 장면에 

영향을 미친다. 초점화는 시각과 보여지고 지각되는 것 사이의 관계다. 이를 ‘다

시점(多視點)’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화공간은 관객의 시지각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데 이때 장면의 물질적 요소

와 정신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의 이미지로 결정되어 질 수 없는 영

역이다. 이러한 다시점(多視點)적 시지각(視知覺)은 영화공간을 개별화, 다양화시

킴으로써 관객에 의해 다양한 공간적 구성이 창조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다시점적 공간은 점점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형태가 아닌 능동적이고 다

양한 형태의 의미를 유발함으로써 영화공간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영화공간에서 초점화에 의한 다시점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중 시점을 동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배우의 

움직임에 의한 다양한 시선점이며, 둘째, 정지된 시각에서도 움직임이 지각되는 

것으로 정지한 장면(scene)에서 주변 환경과 인간의 행위가 결합되는 것이며, 셋

째, 영화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역동성에 따른 다시점 표현이 있다.

① 움직임에 의한 시점의 다양성 추구 - 운동성

영화공간에서 공간의 인식은 시지각(視知覺)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는 것으로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건과 기억, 이미지들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내적 활동성을 통해 공

간을 체험하고 장면의 상황과 배경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따라서 관객은 장면

을 따라서 시각이 움직이며 연속적인 시점으로 인하여 영화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공

간 내의 경험적 움직임에 따른 시점의 변화, 즉 공간의 주요한 형태와 구성요소를 의

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시지각적 반응을 통해 절대적이고 단일한 공간이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하

게 된다. 다양한 시지각적 반응은 움직임을 통해 다시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상이한 인물들의 시점들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스토리를 만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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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처럼 영화공간에서도 다시점에 따른 공간 인식의 차이는 다양한 경험

을 유도한다. 나아가 선택적 지각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생성해냄으로써 

공간의 스토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단일시점 – 정적인 공간표현 다시점 – 동적인 공간표현

움직임 위치 고정 움직임 위치의 유동적인 변화

대상과 주체의 관계가 고정적인 절대적 공간 대상과 주체가 변화하는 상대적 공간

송민정, 다시점 결절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8, p.11참조

<표 3-18> 시점체계에 따른 공간 체험 특성

관객 스스로가 시지각을 움직여 상황마다 다르게 장면 속 공간을 인식하게 한

다. 독립적인 한 장면 장면들이 움직이는 시지각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공간의 

시퀀스를 만들게 된다. 바닥, 벽, 천장, 기둥, 램프, 색채 등을 통해 시지각의 움

직임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며 통합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적 움직임에 의해 그 공간은 다양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며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인지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

은 사건들과 이미지들로 인해 일상의 고정적이고 무료했던 공간은 새롭고 낯선 

공간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양한 선택적 지각에 의해 일상적 풍경은 다시점적 공

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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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점 – 정적인 공간표현 다시점 – 동적인 공간표현

움직임 위치 고정 움직임 위치의 유동적인 변화

대상과 주체의 관계가 고정적인 절대적 공간 대상과 주체가 변화하는 상대적 공간

<표 3-19> 시점체계에 따른 영화공간 체험 특성

② 관계에 의한 대상과 주체의 관계 변화 - 시각에 입각한 관계성

영화공간이나 관객의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상과 주체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대상과 주체의 관계가 변화하는 상대주의적 공간의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공간

을 경험하는데 역동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관객이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한다. 영화공간 내부의 장치들-바닥, 벽, 기둥, 조명, 색채-

의 디자인과 배치에 따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내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바라보이는 

객체가 되기도 한다. 배우들의 동선과 선후관계가 만들어내는 스토리와 플롯, 공간

의 시각적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장면은 새로운 의미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내부 장치들을 통한 관계의 변화 스토리와 플롯을 통한 관계의 변화

카모메식당(2006), 오기가미 나오코 죽은 시인의 사회(1989), 피터 위어

<표 3-20> 관계에 따른 영화공간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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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식에 나타난 불확정적 경계 - 인식성

공간 구성 기법에 나타난 공간의 불확정적 경계에 따른 다시점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하는 관계는 획일성을 

거부하는 경향에 따라 내 · 외부 경계의 불확정적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

영화 장면 구성에 있어 물리적 요소에 한정되는 절대론적 공간과는 달리 공간

의 상호작용, 확장들을 통해 내 ·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데 물질적 · 비물질적 요

소를 도입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확정적인 공간의 성격들과 의미들이 관

객의 시지각에 의해서 다양화됨으로써 명확했던 영화 속 공간과 배경요소들의 

관계성이 모호해지게 된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기억을 따라 시간이 중첩된다. 지금 마주한 상황이 현실인

지 꿈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꿈에서는 돌아가는 팽이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돌고 있는 팽이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모호한 장면이다.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물질적 요소 도입에 의한

인터스텔라(2014), 크리스토퍼 놀란 인셉션(2010), 크리스토퍼 놀란

<표 3-21> 인식에 따른 불확정적 경계의 표현

따라서 장면(scene)에서의 공간의 의미가 기존의 절대론적이고 획일적인 것에

서 탈피하여 공간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배경이 하나의 공간이 되는 중첩적이고 

절충적인 공간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영화공간의 다양성과 의미는 더욱 풍부

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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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의 공간적 해석

1) 묘사의 공간적 해석

묘사는 스토리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서, 세부적인 방법으로 은유를 들 수 있

다. 언어학의 이론에 기초한 은유는 인간의 경험을 통한 지적 달성의 과정이다.

은유는 창조를 목적으로 예술작업을 행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은유적 시

도를 거듭함으로써 상상력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은유는 차이들

이 갖는 의미 작용을 일으키는 강한 힘이 있다. 영화공간에서도 형태의 숨은 진

의와 새로움을 획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은유는 언어작용의 특별한 조합으로서 은유작용에 의하여 한 사물의 양상이 

다른 사물로 넘어가거나 옮겨져서 두 번째 사물이 마치 첫 번째 사물처럼 서술

되는 것을 가리킨다.58) 은유는 해석이 불필요한 자연과학의 언어와 달리 해석이 

필요한 일상의 은유적 표현들을 대상으로 한다.59) 은유는 복잡한 사고의 메커니

즘을 지니며 일정한 법칙이나 틀로는 규정 불가한 복합적인 창작행위를 수반한

다.

영화공간은 ‘시지각(視知覺)’을 통해 내부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다차원적인 관

계를 통해 이해되는 공간이므로 더욱 다양한 은유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에 영화공간의 은유를 다음과 같이 언어학에서의 은유 개념과 관련하여 무형적 

은유, 유형적 은유, 그리고 결합 은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한다.

언어학에서의 은유 영화공간에서의 은유

치환이론   단어 : 단어의 일대일 전의 유형적 은유   형태를 통한 현시적 직해

상호작용이론
  문장의 맥락을 통한

  고차적인 전의

무형적 은유   평면을 통한 잠재적 직해

결합 은유   정신적 차원의 새로운 통합

강승완, 복합상업공간의 서사적 테마성 분석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10, p.89

<표 3-22> 은유의 범주

58) Hawks, Trens, Metaphor, 심명호 역, 은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1

59) 현창용, 건축공간의 은유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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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형적 은유 - 현시적 직해

형태은유 중 가장 원초적이며 일차적인 방법은 공간의 형태를 직접 은유를 통

해 표현하는 것으로서, 공간형태를 공간 외적 개념과 동일시하는 일대일의 직해

적 방법을 의미한다. 언어학의 은유에서 치환이론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이와 같이 유형적 은유를 엿볼 수 있다. 에로 사리넨의 TWA공

항터미널은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모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리

넨의 디자인 방법론은 공항을 비행기가 마치 새의 둥지와 같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을 유추하여 공항을 설

계한 것이다. ‘새’와 ‘비행기’ 사이에 ‘비상’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공항을 설

계한 것이다. 이는 바로 일대일 전의를 보여주고 있는 치환이론의 방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은유의 치환이론은 은유가 고착화된 상징으로 머문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명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할 뿐 문장에서 술부가 지니는 역할과 문맥을 

간과하게 되는 치환론의 한계는 예술에 적용되었을 때 재생산과 확장을 방해하

는 고정관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형적 은유는 현시적 직해에만 의존하

고 있어 창조적인 힘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② 무형적 은유 - 잠재적 직해

무형적 은유는 인간의 눈높이에서는 숨겨져 있는, 잠재된 직해성을 가지는 것

으로서 유형적 형태은유에 비해 발전된 사유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간구성 원리

로서 숨겨진 이념과 논리를 수반하여 공간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형태적 직유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으나 비인간적 차원의 은유로서 

의미의 고착화를 야기하는 은유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시점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게 은폐되어 있으며 공간의 외적 이념과 구성논리를 평·단면적 

차원에서 반영하기에 치환이론과 유형의 은유를 벗어난 상호작용이론에 바탕을 

둔 무형적 은유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차원이며 영화공간의 

관람자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에 현시적 직해의 유형과는 다른 차원의 은

유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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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합 은유 - 직해의 부재

결합은유는 공간조직과 내부 인간의 인식적, 감성적 요소들을 매체로 한다. 형

태 이면에 숨겨진 공간의 구조, 그것이 유발하는 인간의 체험적 감성의 조절을 

통해 영화공간의 미적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마치 시의 속성과도 같이 감각적 측

면의 새로운 세계와 해석을 생성시키는 공간들을 의미한다.60) 이는 상호작용이론

에 바탕을 둔 결합은유의 범주에 속하는 유형으로서 물리적 공간, 경험의 주체,

그리고 타인 관계를 매개로 능동적 의미의 생산이 가능한 은유의 방법이다.

이처럼 직해의 부재로서 공간조직에서 비롯되는 인간과 영화공간과의 관계를 

매체로 하여 은유에서는 의미의 깊이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듯이 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결합은유는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한 

진정한 영화공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합 은유의 특성은 스토리의 ‘초점화’ 중 관계에 의한 대상과 주체

의 관계 변화와 인식의 불확정적 경계에 따른 다시점의 표현과 유사한 점이 있

다. ‘초점화’란 화자가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보는 시각과 보여 지고 지각되는 것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능동적 의미의 생산이 가능한 결합은

유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점화의 특성으로 제시

한 ‘관계성’에 의한 주체와 객체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의미 변화와 불확정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성’을 ‘결합은유’의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유형적 은유 - 현시적 직해 무형적 은유 – 잠재적 직해의 표현 결합 은유 – 직해의 부재 표현

라이프 오브 파이(2012), 이안 그랑블루(1988), 뤽 베송
매트릭스 2(2003), 릴리 워쇼스키, 

라나 워쇼스키

<표 3-23> 묘사의 공간적 표현

60) 현창용, 건축공간의 은유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6권 1호, 2010. 4,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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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의 공간적 해석

텍스트는 의미를 전달하는 면에서 두 부분, 즉 진술의 출발점인 ‘주제부

(theme)’와 진술의 핵심인 ‘설명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부와 설명부를 통해 

나타난 주제 관계의 복합체는 텍스트 구성의 뼈대로 볼 수 있다. 텍스트는 핵심

인 주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체이다.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서는 그 내부에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명제들

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제들의 성격에 따라 전개 방식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에서 의미를 전달해주는 주제부와 서술부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제부와 설명부의 관계에서 주제가 전

개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둘째, 주제부를 설명하는 설명부에 나타나는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① 주제 전개 방식

주제 전개방식에는 주제 순환식 전개유형과 상위주제 파생식 전개유형이 있다.

주제 순환식 전개유형은 한 문장에서 주제는 변하지 않지만 설명부는 새로 변화

되는 방식이다. 즉, 변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

하거나 묘사하는 유형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문화’가 주제인 영

화일 경우, 해당 주제를 표현하는 적절한 상징물, 각 시대별 유물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구성방식은 주제 순환식 전개유형이라 할 수 있

다.

상위주제 파생식 전개유형은 비교적 범위가 넓은 상위주제에서 하위주제를 분

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상위주제 파생식 전개유형은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주제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제를 어떤 적

절한 기준에 맞춰서 분류함으로써 하위 설명부가 상위주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이란 주

제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하위주제로 ‘고대의 문화유산’ ‘근대의 문화유산’ ‘현

대의 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범위가 넓어 상위주제에서 하위주제를 분류하는 방식은 주제 순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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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유형에 의해 하위 주제의 구성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여러 개 모이면 상위

주제 파생식 유형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즉, 상위주제 파생식 유형은 주제 순환

식 전개 유형을 포함한다 있다.

② 설명 전개 방식

설명 전개 방식은 텍스트의 목적과 주제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

으로서 기술형, 설명형, 서사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술형 전개방식은 개별 사건들을 기술하는 보고나 명세화하는 기술을 포함한

다. 기술형 텍스트는 하위범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캐릭터나 드라마의 장면을 모티브로 하는 테마파크와 같은 경우는 주제를 서술

하는 설명의 방법이 기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캐릭터와 같은 특정한 대상이나 

드라마 상의 어떤 배경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형 전개방식은 시작 조건과 법칙으로 이루어진 설명항으로부터 피설명항

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박물관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이

다. 박물관은 특정 주제에 대한 피설명항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형 전개 방식은 서사적 이야기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특정 영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방문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입과 절정, 해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언어적 텍스트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서사성을 지님으로써 흥미성과 

표현의 풍부함으로 인해 다양한 유희적 · 체험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화공간을 서사텍스트로 이해하고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통해 영화

공간을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공간의 구성요소

를 바탕으로 영화 속 공간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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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SF 영화공간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서사적 표현체계를 통한 영화의 내러티브 형성 과정

이상 3장을 통해 서사이론과 영화공간의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영화공간을 

인지하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시청각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 장소

에 구축된 공간을 지각하고 감각적인 경험의 과정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거치면서 

‘특정한 주제와 의미’를 인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공간

을 경험하는 과정을 서사텍스트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간에서의 체험은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실현시키는 서사화 행위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공간의 경험과정은 서사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통해 영화장면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

으나,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공간의 형태, 조명, 색채 등과 같은 조형적 

요소와 영화장면을 일대일 대응시켜 영화공간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서사 구조이론에 의한 영화공간 해석을 위해 선행연구자 강승완

(2010)의 건축공간에 대한 내러티브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서사적 공간 

분석방법론을 연구자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SF 영화의 서사적 공간 분석 틀을 토

출하였다. 분석틀의 각 요소들을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서사이론을 통해 본 영화공간의 내러티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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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행위자’에 의해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이루어지

며 이때 지형학적 위치의 공간인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간

의 내러티브를 인식하게 된다. 이 4가지 파블라의 요소들은 영화공간의 구성요소

로써 스토리의 바탕이 된다.

4가지 구성요소 중 ‘행위자’는 공간에서 사건을 일으키거나 체험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사건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필수적 요소로써, 공간의 주제를 이

끌어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를 사건에 통합시켜 이해하고

자 한다.

한편 서사 구조에서 ‘시간’의 요소는 파블라의 구성요소인 시간과 스토리의 구

성요소인 연쇄적 배치에서 함께 나타난다. 파블라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이 단선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스토리에 나타난 시간 개념은 단선적 사건들의 결합이

라고 할 수 있다. 공간에서의 시간은 공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요소이며, 파블라의 시간과 스토리의 시간들은 모두 시퀀스(sequence)의 다른 양

태들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파블라의 시간 개념은 스토리의 연쇄적 배치에서 

시퀀스의 특성으로 유형화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는 행위자에 의해 사건이 일어나는 지형학적 위치를 지닌 공간을 의미한

다. 장소는 사건과 체험의 주체 및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함께 전제된다. 파블

라의 구성성분들을 공간의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분석의 틀로 재구성함에 있어서,

장소의 개념 또한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

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개념에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파블라의 구성요소, 즉 행위자와 장소의 개념이 통합된 사건이 연속되어지는 

공간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

다. 이는 결합과 표현방법에 따라 경험의 층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결합과 표현이 스토리이다.

‘연쇄적 배치’는 사건들이 일직선적인 연속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다층적이고 

비시간적인 방법에 의해 상호 결합되는 것이다. ‘리듬과 반복’은 사건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시간의 양이다. 공간의 내러티브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반

복과 다양성의 표현방법을 통해 공간 경험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

리고 공간에서 파악되는 내러티브는 시지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상대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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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결합되고 표현되는 방법들이 ‘초점화’에 의

해 상대적으로 수용된다. 공간에서 여러 시점들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에 의해 

공간 경험은 더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스토리를 완성하게 된다.

다양한 스토리는 주제의 전달을 위해 주제를 묘사하는 방법, 주제를 설명하는 

기술방법에 따라 영화공간의 내러티브, 즉 텍스트를 완성하게 된다. 주제를 묘사

하는 것은 공간에서 주제가 은유화되는 기법을 의미하며, 주제를 설명하는 서술

은 주제를 구성하고 전개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이러한 묘사와 설명은 주제를 구

조화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에서는 의미의 구조화가 진행된 결과로써 주제가 가장 표현된 공

간을 다룰 것이다. 해당 공간에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떠한 형태, 조

명, 색채로 드러내고자 했는지를 읽어보고 SF 영화공간에서 나타난 공간의 표현 

양상이 어떻게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또한 언급해보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앞서 파블라는 영화장면의 내러티브 구성요소로, 스토리는 영화장면의 내러티

브 표현방법으로, 텍스트는 주제의 의미화 및 구조화를 위한 체계정립으로 정의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통해 영화공간에 나타난 내러티브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파블라, 스토리, 그리고 텍스트의 요소들

을 재구성하였다.

파블라의 구성요소는 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이다. 그러나 사건을 체험하는 

서사 과정에서 행위자와 장소(사건이 발생하는 지형학적 공간)는 기본적으로 사

건과 함께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사건 개념에 통합하였다.

또한, 파블라의 시간과 스토리의 시간은 그 배열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파

블라의 시간이 단선적 시퀀스이라면 스토리에 나타나는 시간은 연쇄적인 배치에 

의해 유동적 시퀀스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파블라의 시간도 공간에서 경험되는 

시퀀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층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 <표 41>과 같이 분석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그리

고 각 서사구조의 층위별로 유추한 분석요소들이 영화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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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의 시각화를 위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기호화한 다이어그램을 설정하였다(그림 42). 유추한 공간적 요소가 3개 항목은 

삼각형으로, 2개 항목과 4개 항목은 사각형 그리드로 표현하였다.

그림 4-2 분석항목의 기호화와 모형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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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이론 조형적 의미 분석 방법 분석다이어그램

파

블

라 

– 

내

러

티

브

구

성

요

소

사건 사건의 공간적 표현

- 필연에 의한 사건 발생 표현

- 우연에 의한 사건 발생 표현

- 현실적 사건 발생 표현

- 초현실적 사건 발생 표현

- 필연성

- 우연성

- 현실성

- 초현실성

시간 시퀀스의 공간적 표현
- 배우의 움직임에 의한 표현

- 장면의 움직임에 의한 표현

- 배우

- 장면

행위자 사건에 통합

장소 사건에 통합

스

토

리 

– 

내

러

티

브

표

현

방

법

연쇄에 의한 

배치

사건의 배치 방법의 

공간적 표현

- 단선적인 시퀀스 표현

- 유동적인 시퀀스 표현

- 단선적

- 유동적

리듬과 반복 경험의 강약을 공간적 표현

- 리듬의 공간 표현

- 속도의 공간 표현

- 주목의 공간 표현

- 휴지의 공간 표현

- 리듬

- 속도

- 주목

- 휴지

장소에서 

공간으로
공간의 장소화 방법 표현 - 장소 만들기 전략

- 유기적

- 현상적

- 체험적

<표 4-1> 분석 항목

제3절 분석 틀

1.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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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
다시점에 따른 공간 

인식의 다양화

- 움직임에 의한 시선의 다양성
- 단일시점

- 다시점

- 관계에 따른 대상과 

주체의 변화

- 내부장치

- 플롯변화

- 형태인식의 불확정성
- 공간의 상호작용

- 물질적요소

텍

스

트 

– 

주

제

전

개

방

식

묘사
주제를 의미하는 

방법(은유)

- 유형적 은유

- 무형적 은유

- 결합 은유

서술

주제를 드러내는 구조화의 결과

형태 -

조명 -

색채 -

형태 -

조명 -

색채 -

형태 -

조명 -

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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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례 분석

1. 영화 <트랜샌던스>의 서사구조 분석

1) 파블라의 공간적 해석 - 내러티브 구성요소

파블라의 성분들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은 공간의 인식 주체인 인간의 다양

한 경험을 위해 공간에 전제되어야 할 장면의 구성요소이다.

① 사건

트랜센던스(Transcendence)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장면 중 하나는 윌과 그

의 아내 에블린의 입맞춤이다. 에블린에 대한 윌의 사랑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

심 동력이다. 인공지능 핀(FINN)은 윌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기술이다.

감독은 영화 첫 부분에서 윌과 에블린의 사랑의 입맞춤의 사건 (장면 1)은 보

여주고 이 사건이 나노 테크놀로지에 의해 인간에 의해 파괴된 것들을 재생시켜

주는 (장면 2)으로 전이된다. 아울러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다른 동력은 (장

면 3)에 압축되어 있다.

(장면 3)은 윌의 동료 과학자들, RIFT, 정부관료, 용병, 그리고 포탄들이 놓여있

는 장면이다. 이들은 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의 동료 맥스는 인간

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 뇌에 전기 자극만을 주며 살아왔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

해하는데 실해했다고 한다. 이들은 과학기술로 나타나는 제한된 이성에 갇혀 있

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과학기술은 (장면 3)의 폭탄이 보여주듯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 위협적인 것들이라고 판단된 것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다.

RIFT단체의 폭력은 자신들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사된 것이다. 이들의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장면 4)로 이어진다. (장면 4)는 산

업화를 이룬 과학기술의 모습을 보여준다. 산업화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대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소외시켰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크게 두 사건으로 압축된다. 사랑으로 인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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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으로 인한 사건이다. 영화 트랜센던스(Transcendence)는 과학기술을 바라

보는 두 시선을 (장면 1)과 (장면 3)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두 시선이 가져오

는 결과를 (장면 2)와 (장면 4)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장면 1 장면 2

현실적 사건 표현 필연적 사건의 초현실적 표현

장면 3 장면 4

현실적 사건 표현 필연적 사건의 초현실적 표현

<표 4-2> [사례-1] 사건의 공간적 표현

  

② 시간

파블라에서 시간은 발생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간의 연속성은 배우의 움

직임이나 장면의 구성요소를 통해 나타난다. (장면 5)는 텅 비어 있던 공간에 윌

의 지식이 방대하게 늘어남에 따라 개발된 기계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흰색의 천장조명은 마치 작중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며 에블린이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걸어가

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난 2년동안 에블린이 이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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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드러낸다. (장면 6)은 윌과 에블린이 죽어 네트워크에 업로드 된 후 데이터

로 남아 재생한 해바라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보여주고 있다. 해바라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윌과 에블린이 겪은 시간의 흐름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장면 5 장면 6

배우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구성요소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표 4-3> [사례-1] 시간의 공간적 표현

2) 스토리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결합 및 표현 방법

① 연쇄에 의한 배치

트랜센던스(Transcendence)는 영화 초반 윌과 에블린의 정원에서 시작한 장면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주로 단선적인 시퀀스가 영화 전반

의 흐름을 주도한다. (장면 7)은 테러의 총격으로 인한 방사능 감염에 의해 죽게 

된 윌이 인공지능의 몸을 입고 나타난 장면이다. 이러한 단선적인 시퀀스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장면 8)이다.

턴테이블이 돌아가며 음악이 흐르는 장면은 스토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등장

한다. 영화에서 턴테이블이 등장하는 장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지만 한

편으로는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장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진

다. 턴테이블이 나오는 세 장면의 공통점은 윌이 에블린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장면 8)은 영화의 서사는 비록 단선적으로 흐르지만 에블린을 

향한 윌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영화 트랜센던스는 윌의 이야기를 단선적인 시퀀스로 진행하고 있지만, 때때로 단

선적인 시퀀스의 중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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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7 장면 8

단선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유동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표 4-4> [사례-1] 연쇄에 의한 배치의 공간적 표현

② 리듬과 반복의 공간적 해석

가) 리듬의 공간적 표현

리듬은 공간을 경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며, 운동성을 다루는 디자인 

행위의 규칙을 나타낸다. 이러한 리듬은 디자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장면 9)는 양자컴퓨터를 운용하고 있는 케이스의 형태가 도서관의 책처럼 

층층히 쌓여져 공간에서 연속적인 배열을 보이고 있다. (장면 10)은 태양광을 연속

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하고 있다. (장면 11)은 에블린 뒤 배경으로써 IC집적 회로들

을 회로기판 바닥에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둥열, 바닥, 벽면의 규칙

적인 패턴의 반복은 공간 속에 리듬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면 9 장면 10 장면 11

기둥이나 건축적 요소의

반복에 의한 리듬
대지 위의 구조물 반복에 의한 리듬감

바닥 또는 벽면의 재료, 패턴에 의한

리듬, 질서

<표 4-5> [사례-1] 리듬의 공간적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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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도의 공간적 표현

‘속도’는 반복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의한 연속성에 의해 표

현된다. (장면 12)는 땅에서 솟아나는 나노입자들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입

자들의 속도감과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장면 13)은 윌의 뒤편으로 보이는 사

선을 이루는 구조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리듬을 유도하고 있으며 긴박

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장면 14)는 반복적으로 배열된 태양광 사이에 빠르

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배치함으로써 대비를 만들어 내어 자동차의 속도감을 표

현하고 있다.

장면 12 장면 13 장면 14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장치에 의한 연속적인 축 생성

사선이나 곡선에 의해 이루어진 벽은

리듬감과 속도감을 유도

리듬감을 나타내는 반복적 요소들이

공간의 전체에 걸쳐 배치

<표 4-6> [사례-1] 속도의 공간적 표현 방법

다) 주목의 공간적 표현

‘주목’은 리듬의 요소가 요약 및 압축되어 조형물 설치, 극적인 클라이막스, 그

리고 비일상적 경험을 통해 표현된다. (장면 15)는 ‘Every Thing Must Go'라는 

글씨가 씌여진 대형 간판을 통해 시선의 주목을 끌고 있다. 마치 인공지능의 몸

을 가진 윌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장면 

16)은 윌과 에블린이 새로 정착한 'bright wood'이다. 황량했던 들판에는 태양광 

판넬들로 채워져 있고, 태양광 판들은 새벽의 어둠을 뚫고 이제 막 동쪽에서 떠

오르고 있는 태양을 향하고 있다. (장면 17)은 무대에서 연설하고 있는 윌의 뒤로 

나타나는 푸른색 눈동자가 가진 색채의 이미지를 통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 속

에서 윌의 이미지를 대변해주고 색채의 대비로 윌을 주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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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5 장면 16 장면 17

조형물 또는 건축적 설치물에

의한 시선의 집중

빛의 공간적 기법을 이용한

긴장감 유도와 시선의 집중
색채를 통한 주목성 강조

<표 4-7> [사례-1] 주목의 공간적 표현 방법

③ 장소에서 공간으로의 공간적 해석

가) 장소 만들기(making a place, place making)

장소 만들기는 인간과 장소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장면 18)

은 브라이트 우드 벌판에 세워진 태양광 판넬들과 동쪽에서 떠오르는 여명의 빛

이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다. 떠오르는 태양 빛에 빛나는 브라이트 우드는 인간의 

질서와 지연의 질서가 융합된 고유한 장소가 된다. (장면 19)는 다시 인간의 몸을 

입은 윌이 죽어가는 에블린을 껴안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피에타에서 성모가 죽

은 예수를 껴안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신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된 윌이 에

블린을 껴안고 있는 장면은 마치 신과 인간이 서로 얽혀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장면 20)은 파괴된 태양광 판넬들이 나노입자들에 의해 재생되고 있는 장면이

다. 이 장면은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 영화의 공간이 놀라운 장소가 되도록 한다.

장면 18 장면 19 장면 20

유기적 특성 : 

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유기적 공간

현상학적 특성 :

공간의 현상학적 상호 얽힘을 표현

체험적 공간 :

공간에서 특정한 사건의 발생

<표 4-8> [사례-1] 장소 만들기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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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점화에 대한 공간적 해석

가) 움직임에 의한 시점의 다양성 추구와 스토리와 플롯을 통한 관계의 변화

(장면 21)은 윌과 에블린이 죽은 후 맥스가 그들의 집 정원에 피어난 해바라기 

쌍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맥스에게 해바라기 쌍은 윌과 에블린이다. 이 장면에

서 맥스와 해바라기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면 22)의 관계는 여러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장면 22)는 윌과 청중의 질문자의 관계, 윌과 배경의 

갈매기의 관계, 윌과 배경 글씨(Evolve the Future)의 관계, 윌과 다른 참석자들

의 관계, 갈매기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등 각각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에블린의 요청으로 윌은 청중들 앞에서 인공지능이 바꾸게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윌의 배경에 있는 커다란 눈은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윌과 에블린의 눈이다. (장면 23)은 다가오는 미래의 세상을 바라

보는 커다란 눈을 통해 향후 전개될 스토리와 관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장면 21 장면 22 장면 23

단일시점-정적인 공간 표현 다시점 – 동적인 공간 표현 스토리와 플롯을 통한 관계의 변화

<표 4-9> [사례-1] 초점화에 대한 공간적 해석

나) 인식에 나타난 불확정적 경계 - 인식성

영화공간을 초점화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간의 확정적인 경계, 즉 획일성을 거

부하는 것이다. 경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을 통해 관객에 의해 다양한 공간적 구

성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면 24)는 에블린이 인공지능으로 다시 살아

난 윌을 모니터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현실세계의 에블린과 가상

세계의 윌이 표현되고 있지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하다. 가상세계의 윌이 

진짜 윌인지도 모호하고 모니터에 등을 돌리고 있는 에블린의 태도도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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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4 장면 25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물질적 요소 도입에 의한

<표 4-10> [사례-1] 인식에 따른 불확정적 경계의 표현

(장면 24)는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을 품게 한다.

(장면 25)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재생한 해바라기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물받이에 모이는 장면이다. 물받이가 있는 곳은 윌과 에블린의 정원이다. 이들의 

정원은 구리막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물방울에는 윌과 에블린이 살아 있는 것이다. 이젠 인간의 몸이 아

닌 물방울에 존재하는 윌과 에블린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장면 25)는 획일적

인 존재양식이 아닌 존재양식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장면이다.

3) 텍스트의 공간적 해석

① 묘사

묘사는 스토리의 구조화 방법이다. 묘사에 사용되는 은유는 차이들이 갖는 의

미를 생성케 한다. 영화공간에서도 장면 속에 숨은 진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장면 26)은 윌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다. 장면의 배경에는 파란 

하늘을 날고 있는 한 마리의 갈매기가 있다. 파란 하늘을 날고 있는 갈매기는 윌

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면 27)은 윌의 집에 걸려 있던 장식품이다. 둥그런 

그물망에 IC회로 기판이 걸려있다. 그물망과 IC회로 기판은 직접적으로 인터넷

과  인공지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월적 존재가 된 윌을 상징하

기도 한다. (장면 28)은 벽에 걸려 있는 농구골대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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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감독

이 분명히 관여하였을 편집에서 농구골대를 보여주는 짧지만 뚜렷히 인식될만큼

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장면이 보여주는 형태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지

만 장면 이면에 있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면 이 단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다.

장면 26 장면 27 장면 28

유형적 은유 – 현시적 직해 무형적 은유 – 잠재적 직해의 표현 결합 은유 – 직해의 부재 표현

<표 4-11> [사례-1] 묘사의 공간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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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서사이론 공간적 표현 이미지 조형적 의미 분석다이어그램

파

블

라 

– 

내

러

티

브

구

성

요

소

사건 사건의 공간적 표현

윌이 만든 정원의 구조물은 전차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구리망을 이용하

여 외부의 해로움으로부터 가족을 지키

려는 윌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음.

시간 시퀀스의 공간적 표현

비어 있던 공간에 윌의 연구의 결과물

들과 직선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천장

의 조명을 보여줌으로써 긴 시간이 흘

렀음을 표현함.

행위자 사건에 통합

장소 사건에 통합

스

토

리 

– 

내

러

티

브

표

현

방

법

연쇄에 

의한 배치

사건의 배치 방법의 

공간적 표현

턴테이블은 영화에서 모두 세 번이 등장한

다. 세 장면의 공통점은 윌의 에블린에 대

한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을 보여준다. 이

는 시간을 초월한 에블린에 대한 윌의 사

랑을 턴테이블의 연쇄적인 배치로 표현함.

리듬과 

반복

경험의 강약을 공간적 

표현

일정하게 반복 배열되어 있는 구조물들

의 사이로 움직이는 흰색 차는 실제보

다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며 사건

의 긴장감을 고조시킴.

장소에서 

공간으로

공간의 

장소화 

방법 표현

장소

만들기

브라이트 우드의 벌판에 세워진 태양관 

판넬들이 여명의 빛을 받고 있는 이곳

은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유기

적으로 어우러지는 고유한 장소가 됨.

장소 

드러내기

연속적으로 반복된 태양광의 물리적인 

배치는 이곳을 특별한 장소로 드러내게 

하는 장치로 작용함.

<표 4-12> 트랜센던스(transcendence)의 내러티브 분석과 조형적 의미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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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
다시점에 따른 공간 

인식의 다양화

연설도중 한 남자의 질문을 받는 장면

에서 윌과, 질문을 하는 남자와, 스크린

의 갈매기가 가지는 다양한 시점들이 

존재하면서 이미지의 역동성이 커짐.

윌의 뒤편에서 배경으로 자리하는 커다

란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윌과 에

블린의 눈을 뜻하며, 다가오는 미래세상

을 바라보는 커다란 눈(내부장치)을 통

해 향후 전개될 관계의 변화를 표현함.

해바라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정원에 고

이는 장면으로, 구리선을 이용해 천장을 

만든 정원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장면을 위해 이용된 여러 오브제들이 윌과 

에블린이 자리할 새로운 정원임을 나타냄.

텍

스

트 

– 

주

제

전

개

방

식

묘사

주제를 의미하는 

방법

(은유)

IC기판과 그물망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을 은유하고 있음. 이는 앞으로의 삶은 

인공지능을 매개로 다른 대상과의 관계

를 맺어가는 것임을 두 개의 오브제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

서술

주제를 드러내는 구조화 사례

형태
연단의 뒤편으로는 정해진 형태가 스크린이 배치되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노출할 수 있게 함.

조명
연단의 주인공과 관객석의 질문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하여 

사건의 주가 되는 인물들을 조명함.

색채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단어를 배경과 대비되는 색채를 이용하

여 강조함.

형태
도서관의 책들이 쌓여있는 듯한 형상의 반복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강조함.

조명
슈퍼컴퓨터의 내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붉은 조명이 슈퍼컴퓨터에서 작

동하고 있는 AI의 강력한 힘을 표현함.

색채
무채색의 공간에서 대비되는 슈퍼컴퓨터에서 발하는 붉은 색상이 대비를 주

며 슈퍼컴퓨터를 더욱 강조함.

형태
심미적인 형태는 절제되어 있고 AI의 노출을 위한 스크린이 공간의 주가 되

어 있음.

조명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만이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있음.

색채
스크린에서 노출되는 AI의 뚜렷한 노출을 위하여 무채색의 어두운 색상이 

공간을 지배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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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서사구조 분석

1) 파블라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구성요소

① 사건

블레이드 러너 2049의 ‘리플리컨트’는 오프월드 개척을 위해 타이렐사에서 제작한 복제

인간이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리플리컨트를 잡는 블레이드러너인 K는 탈주 리플리컨트

인 사퍼 모튼을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장면1은 사퍼가 살고 있는 2049년의 농장 모

습이다. (장면 2)는 노란 입구로 들어간 실내 모습이다. 실내는 창문과 소파 사이로 피아

노가 놓여있고 노란색 불빛이 켜져 있는 공간이 표현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 K는 사퍼를 

만나고 죽이게 된다.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때에 K의 눈에 메말라 죽어 있는 

회색의 커다란 나무가 들어온다(장면 3). K는 메말라 죽은 나무가 아직도 서있는 것이 이

상하여 조사를 하다가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장면 4)는 한 여자아이가 나무 

옆에 서 있는 사진이다. 인간의 명령에 따라 그저 명령만 수행하며 살고 있는 K에게 메

말라 죽은 회색 나무와 소녀의 사진은 말할 수 없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표 4-13> [사례-2] 사건의 공간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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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간

파블라에서 시간은 발생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간의 연속성은 배우의 움

직임이나 장면의 구성요소를 통해 나타난다. (장면 7)은 타이렐사의 회장 월레스

의 비서인 러브가 오르막 계단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다. 러브가 앞으로 걸어가

는 동안 뒤따르는 불빛들은 하나씩 하나씩 꺼져간다. (장면 7)은 러브의 움직임

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표현해주고 있다. (장면 8)은 월레스가 데커드를 만나는 

자리에서 레이첼의 해골을 들고 있는 장면이다. 이때 해골은 오브제로써 레이첼

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준다.

장면 5 장면 6

배우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구성요소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표 4-14> [사례-2] 시간의 공간적 표현

2) 스토리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결합 및 표현 방법

① 연쇄에 의한 배치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사건들은 단선적인 시퀀스(a→b→c)로 흐르면서 

가끔씩 고정된 방향 없이 흐르기도 한다. (장면 9)는 K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이다. K의 하루 일과는 항상 똑같은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시간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장면 10)에서 러브는 리플리컨트의 기

억이 저장된 투명한 구슬을 들고 있고 있다. 이 구슬을 기계에 넣으면 과거의 기

억들이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기억의 구슬을 통해 단선적인 시간의 

흐름에 과거가 교차되면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 속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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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7 장면 8

단선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유동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표 4-15> [사례-2] 연쇄에 의한 배치의 공간적 표현

② 리듬과 반복의 공간적 해석

가) 리듬의 공간적 표현

리듬은 공간을 경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며, 운동성을 다루는 디자인 행

위의 규칙을 나타낸다. 이러한 리듬은 디자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장면 9)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속에서 기억 보관시설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

어 있다. (장면 10)은 사각기둥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기둥 사이로 빛에 비춰진 그림

자들이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다. (장면 11)은 스텔라인 박사가 살고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외부와 차단된 무균실이다. 평평한 바닥은 원모양의 패턴이 중복되어 있고 

하나의 원으로 된 천장과 벽면에도 원모양의 패턴이 그려져 있다. 기둥 배열의 연속

과 특정 패턴의 반복 같은 요소들이 공간에서의 리듬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장면 9 장면 10 장면 11

기둥이나 건축적 요소의

반복에 의한 리듬
대지 위의 구조물 반복에 의한 리듬감

바닥 또는 벽면의 재료, 패턴에 의한

리듬, 질서

<표 4-16> [사례-2] 리듬의 공간적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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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도의 공간적 표현

‘속도’는 반복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의한 연속성에 의해 표

현된다. (장면 12)는 고속도로 위에서 비행선이 일정하게 도로 위로 그려진 라인

을 따라 움직임을 통해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장면 13)은 건물 벽면으로 

일정하게 뻗어 있는 조명들 사이를 비행선이 지나면서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14)는 반복적으로 배열된 직사각형 모양을 따라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12 장면 13 장면 14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장치에 의한 연속적인 축 생성

사선이나 곡선에 의해 이루어진 벽은

리듬감과 속도감을 유도

리듬감을 나타내는 반복적 요소들이

공간의 전체에 걸쳐 배치

<표 4-17> [사례-2] 속도의 공간적 표현 방법

다) 주목의 공간적 표현

‘주목’은 리듬의 요소가 요약 및 압축되어 조형물 설치, 극적인 클라이막스, 그

리고 비일상적 경험을 통해 표현된다. (장면 15)는 K와 러브가 지나가는 양쪽으

로 늘어선 복제인간들을 통해 시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장면 16)은 정보 보관

소이다. 이곳은 평면의 벽이 직각 모서리를 따라 이어지고 직원이 일하는 곳에만 

빛이 있다. 사무실 밖은 내부에서 새어 나오는 빛으로만 조명이 되는 구조이다.

안쪽에서 새어 나오는 빛에 시선이 집중되며, 아울러 이곳은 외부인이 쉽게 접근

하는 곳이 아님을 말해 주는 듯하다. (장면 17)은 K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으

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온통 주황색으로 가득한 장면은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관

객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곳으로 K가 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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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5 장면 16 장면 17

조형물 또는 건축적 설치물에

의한 시선의 집중

빛의 공간적 기법을 이용한

긴장감 유도와 시선의 집중
색채를 통한 주목성 강조

<표 4-18> [사례-2] 주목의 공간적 표현 방법

  

③ 장소에서 공간으로의 공간적 해석

가) 장소 만들기(making a place, place making)

장소 만들기는 인간과 장소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장면 18)

은 사퍼가 살던 곳에 세워진 여러 물품, 건물,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

면이다. 회색빛 하늘 아래에 황량한 벌판에 서있는 사퍼의 집과 그가 사용했던 

도구들은 한때 사퍼가 살았던 곳임을 말해주는 유일한 요소들이며, 메말라 죽은 

회색 나무아래 서 있는 K는 이 장소를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레이

드 러너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K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 대상이 인

공지능 조이이다. (장면 19)는 K와 조이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다. 가상세

계에 있는 조이와 현실세계에 있는 K가 서로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장소가 탄

생하고 있는 장면이다. (장면 20)은 스텔라인 박사가 리플리컨트들의 꿈에 나타

나는 기억을 창조하고 있는 공간이다. 인간에게 최고의 경험은 자신의 진정한 꿈

을 이루는 것이다. 그녀가 작업실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업실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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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8 장면 19 장면 20

유기적 특성 : 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유기적 공간

현상학적 특성 :

공간의 현상학적 상호 얽힘을 표현

체험적 공간 :

공간에서 특정한 사건의 발생

<표 4-19> [사례-2] 장소 만들기 표현 방법

나) 장소 드러내기 

장소 드러내기는 장소 안에 내재한 요소나 규칙을 발견해서 표현하고 공간의 

의미 전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면 21)은 2049년의 캘리포니아이다. 이곳

은 영화 속 미래의 구조물들이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퍼져나

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기둥을 중심으로 펼쳐진 지역이 캘리포니아 곳곳에 퍼

져있다. 이렇게 연속적인 경관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어떠

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하게 되며 세계관을 드러내는 고유한 장소가 된다.

장면 21 장면 22 장면 23

물리적 규칙 :

자연지형 및 경관의 연속성

역사적 의미 :

역사적 기억을 재현

문화적 의미 :

지역의 전통문화의 특성

<표 4-20> [사례-2] 장소의 규칙이나 의미를 통해 장소 드러내기 방법

(장면 22)는 웰레스와 데커드가 만나는 장소이다. 월레스는 처음 만나는 데커드에

게 ‘돌아온 탕자’라고 하며 성경을 인용한다. 월레스는 데커드를 창조한 아버지이고 

데커드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란 의미다. 월레스는 자신과

의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둘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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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장면에 묘사된 아버지의 집은 편안한 곳이 아니다. (장면 23)는 데커드가 살고 있

는 집의 장식물 중 하나이다. 이 장면은 마치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을 보는 듯한 느

낌을 준다. 이전까지 K는 문화나 예술 작품을 접하지 못했다. 그저 주어진 명령을 수

행할 따름이었던 K에게 이러한 예술작품과의 만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

지게 해준다.

④ 초점화에 대한 공간적 해석

가) 움직임에 의한 시점의 다양성 추구 – 운동성

(장면 24)는 데커드를 찾아간 K가 과거의 유물들을 살펴보던 중 발견한 홀로

그램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K는 홀로그램을 주시하고 있지만 누가 자신을 주시

하고 있던 프로그램대로만 행동하는 홀로그램은 바라보는 바가 다르다. 이때, K

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과 과거(홀로그램)가 K를 바라보는 다른 두 가지 시점

을 찾을 수 있다.

- 장면 24

-

단일시점 – 정적인 공간표현 다시점 – 동적인 공간표현

<표 4-21> [사례-2] 시점체계에 따른 영화공간의 체험 특성

나) 관계에 의한 대상과 주체의 관계 변화 - 시각에 입각한 관계성

(장면 26)은 K가 죽은 사퍼의 집을 들어가는 장면이다. 사퍼의 집은 LA경찰이 

차단막을 설치해 출입을 금지한 곳이다. K의 궁금증은 LA경찰이 쳐 논 차단막

을 찢고 사퍼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다. K의 궁금증은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변화시킨다. 그 변화를 차단막을 찢는 내부 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장면 27)은 프레이의 지시를 받고 데커드를 찾아가는 K가 LA 한복판에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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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형 홀로그램과 조우하는 장면이다.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조이는 K가 전에 

사랑했던 조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만든 홀로그램이지만 지금 K가 접하는 조이는 

예전에 함께 했던 조이와는 다르며, 함께 사랑했던 감정을 가졌던 관계이지만 지

금 다시 마주한 조이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어 서로 과거와 다른 시점에서 

조이를 바라보고 있다.

장면 26 장면 27

내부 장치를 통한 관계의 변화 스토리와 플롯을 통한 관계의 변화

<표 4-22> [사례-2] 관계에 따른 영화공간의 표현

다) 인식에 나타난 불확정적 경계 – 인식성

영화공간을 초점화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간의 확정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경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을 통해 관객에 의해 다양한 공간적 구성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면 28)은 K가 무대 위에 홀로그램으로 노래 부

르고 있는 엘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현실세계의 K와 가상세

계의 엘비스가 표현되고 있지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하다. 가상세계의 엘

비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K에게도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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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8 -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물질적 요소 도입에 의한

<표 4-23> [사례-2] 인식에 따른 불확정적 경계의 표현

3) 텍스트의 공간적 해석

① 묘사

묘사는 스토리의 구조화 방법이다. 묘사에 사용되는 은유는 차이들이 갖는 의

미를 생성케 한다. 영화공간에서도 장면 속에 숨은 진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장면 29)는 K가 핵전쟁으로 파괴된 라스베거스로 들어가면서 얼굴 한 쪽이 벗

겨진 거대한 인간의 얼굴상과 마주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얼굴은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는 K의 모습을 은유하고 있는 장면이다. (장면 30)은 러브와의 싸움에서 

큰 상처 입은 K가 데커드와 그의 딸 스텔라인 박사와 만나게 해준 후 계단 위에 

누워 내리는 눈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얀 눈 쌓인 공간에 내리고 있는 눈

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면서 K의 내면에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장면 31)

은 영화에서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눈(目)이다.

눈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관이다. 영화에서 진짜는 만들어진 사람

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고, 이식된 기억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눈은 보는 기관이다. 단지 주어진 것을 보는 것은 리플리컨트

의 눈이다. 인간의 눈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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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9 장면 30 장면 31

유형적 은유 – 현시적 직해 무형적 은유 – 잠재적 직해의 표현 결합 은유 – 직해의 부재 표현

<표 4-24> [사례-2] 묘사의 공간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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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서사이론 공간적 표현 이미지 조형적 의미 분석다이어그램

파

블

라 

– 

내

러

티

브

구

성

요

소

사건 사건의 공간적 표현

황량한 대지에서 홀로 솟아 있는 나무

는 사건에 관련된 상징이라는 것을 암

시하고 있으며 관객들의 궁금증을 유발

함.

시간 시퀀스의 공간적 표현

물결을 통과하여 쉼없이 움직이는 빛이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서 인물

이 나아가는 방향을 인도함.

행위자 사건에 통합

장소 사건에 통합

스

토

리 

– 

내

러

티

브

표

현

방

법

연쇄에 

의한 배치

사건의 배치 방법의 

공간적 표현

리플리컨트로써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일상 속 시간의 흐름을 감옥의 철창과 

같은 그리드 모양의 창문을 통해 보여

줌.

리듬과 

반복

경험의 강약을 공간적 

표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반복으로 이루어

진 조형으로 리플리컨트의 완벽함과 비

인간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공간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암시함.

장소에서 

공간으로

공간의 

장소화 

방법 표현

장소

만들기

황량한 벌판을 여러 물건들의 유기적인 

배치로 사람이 살고 있고, 사건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킴. 특히, 공

간에서 주목이 되는 죽어 있는 회색 나

무는 공간의 이미지를 대변함.

장소 

드러내기

핵전쟁 이후라는 배경 속에서 과거 그

리스시대의 예술작품은 일상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만남을 의미함. K는 특별

한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새

로운 물음을 던지는 계기를 가지게 됨.

<표 4-25> 블레이드 러너 2049(Blade Runner 2049)의 내러티브 분석과 조형적 의미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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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
다시점에 따른 공간 

인식의 다양화

- -

영화 속 내부장치인 차단막을 찢는 행

위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칙과 제한

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로 금지된 구

역으로 들어가는 인물의 행위에서 마음

의 변화가 생겨났음을 암시함.

실재의 무대에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 연극을 펼치는 장면(현

실과 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등장인물의 가치관이 흔

들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함하고 있음.

텍

스

트 

– 

주

제

전

개

방

식

묘사

주제를 의미하는 

방법

(은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파괴된 조

형물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등장인물의 심경을 

유형적 은유로 표현함.

서술

주제를 드러내는 구조화 사례

형태
규칙적인 형태의 반복으로 자료실이라는 용도에 맞게 도서관을 연상시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형태는 복제인간의 완벽한 능력을 보여줌.

조명
공간 전체의 밝기보다는 실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에만 조명을 비춤

으로써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줌.

색채
다양한 색이 사용되지 않고 한 가지 색채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엄숙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줌.

형태
계단 위로 올라가는 인물의 움직임과 진행 방향에 맞춰 움직이는 빛의 움직

임이 인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리플리컨트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음.

이때, 계단 위는 현재보다 더 높은 이상을 뜻하며 물결이 투영된 조명은 리

플리컨트의 의지를 의미함.조명

색채
한 가지 색채만을 이용하여 그 면에 비추어지는 조명을 더욱 강조시키면서 

사용된 조명의 의도에 집중함.

형태
영화의 내용상 나갈 수 없는 갇힌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고 무한한 

꿈을 창조적인 작업을 진행하기에, 자유롭고 추상적인 패턴이 사용됨.

조명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빛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을 더욱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줌.

색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백색만을 사용하여 어떤 색으로든지 칠해질 수 있다

는 확장성, 가능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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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패신저스>의 서사구조 분석

1) 파블라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구성요소

① 사건

120년 후의 개척 행성으로 떠나는 초호화 우주선 아발론 호. 여기엔 새로운 삶

을 꿈꾸는 5,258명의 승객이 타고 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짐 프레

스턴과 오로라 레인은 90년이나 일찍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

(장면 1)은 짐이 우주선의 운석 충돌로 인한 동면기 이상으로 깨어나고 있는 

장면이다. 나무 형상의 기둥에 연결된 동면기들이 놓여있는 곳에서 짐의 동면기

에만 불이 켜져 있다. (장면 2)는 먼저 깨어나 1년 이상 홀로 지낸 짐이 오로라

의 동면기를 열고 있는 장면이다. 운석의 충돌에 의해 짐이 먼저 깨어나고 짐의 

선택으로 오로라가 깨어나는 사건이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 간다.

장면 1 장면 2

<표 4-26> [사례-3] 사건의 공간적 표현

② 시간

(장면 3)은 짐이 홀로 깨어난 우주선 안에서 창문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다.

짐이 창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불빛들이 하나씩 하나씩 켜진다. 짐의 움직임에 따

라 켜지는 불빛은 움직임에 따른 단선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장면 4)는 

인공지능이 지구에서 터전Ⅱ 행성까지의 궤도와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에서 

터전Ⅱ 행성까지는 120년 거리이며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90년임을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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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깨어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준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지

구와 터전Ⅱ의 사이를 움직이는 우주선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3 장면 4

배우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구성요소의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표현

<표 4-27> [사례-3] 시간의 공간적 표현

2) 스토리의 공간적 해석-내러티브 결합 및 표현 방법

① 연쇄에 의한 배치

영화 패신저스에서 사건들은 단선적인 시퀀스로 흐른다. (장면 5)는 짐이 아우

라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장면이며 작품의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시간의 흐

름이 느껴진다. (장면 6)은 짐이 홀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청소로봇들

이 다가오자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고 있다. 깨어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도 

커진 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5 장면 6

단선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유동적 시퀀스에 의한 공간표현

<표 4-28> [사례-3] 연쇄에 의한 배치의 공간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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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듬과 반복의 공간적 해석

가) 리듬의 공간적 표현

리듬은 공간을 경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며, 운동성을 다루는 디자인 

행위의 규칙을 나타낸다. 이러한 리듬은 디자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장면 7)은 우주선 내부 복도의 한 장면으로써 타원형 원들이 계속 이어지

면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8)은 왼편으로 투병한 유리된 벽들이 길게 늘

어서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동면기들도 길게 놓여 있다. 동면실의 유리와 동면기

가 각각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장면 9)는 우주를 내다보는 직사

각형의 유리를 중심으로 둥근 모양의 기둥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공간에서의 

리듬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장면 7 장면 8 장면 9

기둥이나 건축적 요소의

반복에 의한 리듬
대지 위의 구조물 반복에 의한 리듬감

바닥 또는 벽면의 재료, 패턴에 의한

리듬, 질서

<표 4-29> [사례-3] 리듬의 공간적 표현 방법

나) 속도의 공간적 표현

‘속도’는 반복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의한 연속성에 의해 표

현된다. (장면 10)는 양옆으로 빼곡히 늘어선 컨테이너 사이로 카트가 지나가고 

있으며, 카트의 진행 방향으로 깔린 도로가 움직임을 유도하는 축의 중심이 된

다. (장면 11)은 통로를 따라 사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켜진 전등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바닥이 어우러져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12)은 반복적으로 배

치된 동면기와 동면기 위에 설치된 조명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공간을 지배하면

서 리듬감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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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0 장면 11 장면 12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장치에 의한 연속적인 축 생성

사선이나 곡선에 의해 이루어진 벽은

리듬감과 속도감을 유도

리듬감을 나타내는 반복적 요소들이

공간의 전체에 걸쳐 배치

<표 4-30> [사례-3] 속도의 공간적 표현 방법

다) 주목의 공간적 표현

‘주목’은 리듬의 요소가 요약 및 압축되어 조형물 설치, 극적인 클라이막스, 그

리고 비일상적 경험을 통해 표현된다. (장면 13)은 대부분 기계, 전자기기, 인공

지능, 로봇으로 가득한 우주선 내에서 살아있는 나무한 그루가 우주선 로비 중앙

에 세워져 있다. 인공적인 것으로 가득한 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나무를 놓아둠

으로써 시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장면 14)은 아름답게 타오르는 행성을 바라보

며 넋을 잃고 있는 짐과 아우라의 모습이다. (장면 15)는 밝게 타오르는 행성에 

주목하면서 짐과 아우라는 실루엣으로 보여 지고 있다.

장면 13 장면 14 장면 15

조형물 또는 건축적 설치물에

의한 시선의 집중

빛의 공간적 기법을 이용한

긴장감 유도와 시선의 집중
색채를 통한 주목성 강조

<표 4-31> [사례-3] 주목의 공간적 표현 방법

③ 장소에서 공간으로의 공간적 해석

가) 장소 만들기(making a place, place making)

(장면 16)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웠지만 차가운 우주선의 중앙홀에서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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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유기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는 장면이다. 이

러한 변화는 짐과 아우라가 둘만인 우주선에서 어떻게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

이다. (장면 18)은 우주선의 중력 상실로 인해 수영장 물이 하나의 커다란 물방울이 되어  

아우라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물에 붙들려 있는 장면이다. 아우라가 고민에 빠졋을 때 

방문을 하던 수영장에서 사건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로 인식되는 장면이다. (장

면 19)는 짐과 아우라가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서 발을 떼고 우주를 향해 천천히 날아

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아우라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준 짐

과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장소이다.

장면 16 장면 17 장면 18

유기적 특성 : 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유기적 공간

현상학적 특성 :

공간의 현상학적 상호 얽힘을 표현

체험적 공간 :

공간에서 특정한 사건의 발생

<표 4-32> [사례-3] 장소 만들기 표현 방법

나) 장소 드러내기 

장소 드러내기는 장소 안에 내재한 요소나 규칙을 발견해서 표현하고 공간의 의

미 전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면 19)는 우주선 내부의 중앙 홀의 계곡과 같

은 유기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장소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장면 20)는 모든 것이 미

래를 지향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미니어처를 선물

하여 지구에서의 기억을 재현시켜 감동을 준 사건이며, (장면 22)는 짐이 아우라에

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장면이 짐과 아우라가 

함께 있는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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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9 장면 20 장면 21

물리적 규칙 :

자연지형 및 경관의 연속성

연사적 의미 :

역사적 기억을 재현

문화적 의미 :

지역의 전통문화의 특성

<표 4-33> [사례-3] 장소의 규칙이나 의미를 통해 장소 드러내기 방법

④ 초점화에 대한 공간적 해석

가) 움직임에 의한 시점의 다양성 추구 - 운동성

(장면 22)는 동면기에서 홀로 깨어난 짐이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기 전에 교육

을 받는 장소에서 혼자 교육장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장면 23)은 짐에 의해서  

동면기에서 깨어난 아우라가 원래의 목적지인 터전II까지 90년이나 더 가야한다

는 사실에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짐과 아우라의 모

습이 대비되며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장면 22 장면 23

단일시점 – 정적인 공간표현 다시점 – 동적인 공간표현

<표 4-34> [사례-3] 시점체계에 따른 영화공간의 체험 특성

나) 관계에 의한 대상과 주체의 관계 변화 - 시각에 입각한 관계성

(장면 24)는 서로 각자의 공간에서 자던 짐과 아우라가 함께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 둘은 각자 우주에서 조난된 각자의 관계에서 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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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변화한다. (장면 25)는 안드로이드 바텐더를 통해 자신이 동면기에서 깨

어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아우라가 다시 동면기에 누워있는 장면이다. 아우라는 

자신을 깨운 짐은 살인자라고 말하며 둘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된다.

장면 24 장면 25

내부 장치를 통한 관계의 변화 스토리와 플롯을 통한 관계의 변화

<표 4-35> [사례-3] 관계에 따른 영화공간의 표현

다) 인식에 나타난 불확정적 경계 – 인식성

영화공간을 초점화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간의 확정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경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을 통해 관객에 의해 다양한 공간적 구성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면 26)은 안드로이드 로봇 바텐더 아서와 짐이 

만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로봇 바텐더 아서의 몸 아랫부분을 보기 전까지는 

아서가 진짜 사람인지 로봇인지 분간이 어렵다. 짐도 아서의 몸 아랫부분의 로봇

다리를 보면서 그가 로봇임을 알게 된다. 이 장면에서 짐과 아서의 만남은 인간

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하다. (장면 27)의 머리 부분에 반원모양의 보이드가 있는 

장치는 우주선 내의 질문에 답해주는 안내인 홀로그램이다. 뒤 배경의 왼쪽에는 

몬드리안의 그림 같은 추상의 배경이 있고 오른쪽은 실제 벽과 문 같은 구상의 

배경이 있다. 홀로그램 또한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있듯 뒤의 배경 또한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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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6 장면 27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물질적 요소 도입에 의한

<표 4-36> [사례-3] 인식에 따른 불확정적 경계의 표현

3) 텍스트의 공간적 해석

① 묘사

(장면 28)은 짐이 아우라를 위해 만들어준 건축물의 모형이다. 지구를 그리워하는 아우라를 

위해 짐은 지구에서의 생활을 상징하는 건축물의 모형을 만들어 주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위

로해준다. (장면 29)는 아우라가 자신이 동면에서 깨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깨어난 동

면기로 돌아간 장면이다. 이때의 동면기는 아우라가 처음 깨어난 곳이기도 하며, 짐과 아우라

의 관계를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장면 30)은 영화에서 인물들의 사건이 가

장 많이 일어난 바의 벽면에 설치된 장식물이다. 가장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장소에 걸린 

장식물은 감독이 이야기 하고자 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면 28 장면 29 장면 30

유형적 은유 – 현시적 직해 무형적 은유 – 잠재적 직해의 표현 결합 은유 – 직해의 부재 표현

<표 4-37> [사례-3] 묘사의 공간적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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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서사이론 공간적 표현 이미지 조형적 의미 분석다이어그램

파

블

라 

– 

내

러

티

브

구

성

요

소

사건 사건의 공간적 표현

운석충돌로 인해 짐의 동면기에 이상이 

생겨 짐이 깨어나고 있는 장면, 나무의 

열매와 같이 연결된 동면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짐의 동면기만이 불이 켜

지면서 사건의 시작을 표현함.

시간 시퀀스의 공간적 표현

인공지능이 지구에서 터전II 행성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홀로그램을 통해 보

여주고 있음.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장

면이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

으로 흘렀음을 표현함.

행위자 사건에 통합

장소 사건에 통합

스

토

리 

– 

내

러

티

브

표

현

방

법

연쇄에 

의한 배치

사건의 배치 방법의 

공간적 표현

시간이 단선적으로 흐르면서 홀로 깨어

난 짐의 외로움이 커져가고 있음을 커

다란 식당에 홀로 식사하는 장면과 청

소로봇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통해 표현

함.

리듬과 

반복

경험의 강약을 공간적 

표현

곡선의 기둥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리

듬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짐의 움직임을 

통해 리듬감과 속도감을 동시에 표현함.

장소에서 

공간으로

공간의 

장소화 

방법 표현

장소

만들기

짐과 아우라가 살던 곳에 세워진 커다

란 나무, 각종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져 

있다. 인공적인 우주선 안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장소화 함.

장소 

드러내기

짐이 아우라를 위해 그녀의 고향을 대표

하는 건물의 모형을 만들어 줌. 모형과 

커피 한 잔은 고향을 떠난 아우라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 장치임.

<표 4-38> 패신저스(Passengers)의 내러티브 분석과 조형적 의미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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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
다시점에 따른 공간 

인식의 다양화

동면기에서 깨어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망연자실한 아우라의 시선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짐의 시선이 교차하

고 있는 것을 표현함.

짐과 아우라가 조명으로 빛나는 테두리

를 가진 침대에 올라감을 통해 두 사람

이 곧 연인관계로 변할 것임을 표현함.

또한, 침대라는 내부장치를 통해 관계의 

변화를 암시함.

홀로그램 안내 기계 뒤의 벽면 오른쪽

에는 몬드리안의 그림 같은 추상적 배

경이, 왼쪽에는 문과 같은 구상적 배경

이 있다. 홀로그램이 구상과 추상의 경

계에 있듯이, 공간의 배경 또한 구상과 

추상의 상호작용적 경계를 표현함.

텍

스

트 

– 

주

제

전

개

방

식

묘사

주제를 의미하는 

방법

(은유)

자신이 우주선에서 처음 깨어난 동면기

로 돌아간 아우라의 행동은, 짐과 자신

의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자 

함을 암시함.

서술

주제를 드러내는 구조화 사례

형태
전망대라는 특성에 맞게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으며, 주인공의 전망 또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영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 형태를 만듦.

조명
중앙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양옆으로 퍼지는 조명이 앞으로 인물이 나아갈 방

향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함.

색채
자극적이지 않고 톤이 낮은 부드러운 색상을 배경으로 공간의 주가 되는 조

명이 강조되는 색채가 사용됨.

형태
마치 계곡과도 같은 형태를 가졌으며 계곡을 이루는 굴곡처럼 다양한 콘텐

츠를 가지고 있음을 공간형태로 표현함.

조명
세련되고 인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돌출된 느낌 없이 형태 내부에 설

치된 조명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하고 있음.

색채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나, 조명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백색에 가까운 무

채색이 사용됨.

형태
인공적인 공간에서 유기물들의 다양한 배치가 차갑고 외로운 공간에서 자연

적인 공간으로 변화함.

조명
인공적인 조명들이 가려지고 우주에서 내리쬐는 자연적인 조명이 강조되어 

따뜻한 분위기로 전환됨.

색채
무채색의 공간에서 유기물의 다양한 색들이 추가되어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

졌음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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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이론 공간적 표현 트랜센던스 블레이드러너 2049 패신저스

파

블

라 

– 

내

러

티

브

구

성

요

소

사건 사건의 공간적 표현

시간 시퀀스의 공간적 표현

행위자 사건에 통합 -

장소 사건에 통합 -

스

토

리 

– 

내

러

티

브

표

현

방

법

연쇄에 

의한 배치

사건의 배치 방법의 

공간적 표현

리듬과 

반복

경험 강약의 

공간적 표현

장소에서 

공간으로

공간의 

장소화 

방법

장소

만들기

장소 

드러내기

<표 4-39> 세 SF영화의 내러티브 분석

제5절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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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
다시점에 따른 공간 

인식의 다양화

-

묘사

주제를 의미하는 

방법

(은유)

세 편의 SF 영화의 내러티브 분석에 대한 종합은 <표 4-39>와 같다. SF 영화

에서 사건의 공간적 표현은 우연보다는 필연에 의해 발생하며(트랜센던스, 블레

이드 러너 2049), 사건의 현실적 표현은 트랜센던스와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사용된 반면, 비현실적 표현은 패신저스에서만 사용되었다. 세 편의 SF영화에서 

사건은 우연보다는 필연에 의해, 비현실적 표현보다는 현실적 표현방법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시퀀스의 공간적 표현은 배우와 장면 각각을 통해 표현

하거나 배우와 장면 모두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쇄에 

의한 배치의 공간적 표현은 단선적 배치(블레이드 러너 2049, 패신저스)가 유동

적 배치(트랜센던스)보다 자주 사용되었으며, 리듬과 반복에 의한 경험의 강약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리듬에 의한 표현(블레이드 러너 2049, 패신저스)이 

가장 많았으며, 속도와 주목에 의한 표현(트랜센던스)도 사용되었다. 공간의 장소

화 방법 중에 장소 만들기 방법은 세 영화 모두 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유기적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트랜센던스와 패신저스는 현상적 방법을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체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편의 SF 영화에서 장소 만들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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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센던스

공간구성요소와 조형적 의미

형태
연단의 뒤편으로는 정해진 형태가 스크린이 배치되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노출할 수 있게 함.

조명 연단의 주인공과 관객석의 질문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조명을 사
용하여 사건의 주가 되는 인물들을 조명함.

색채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단어를 배경과 대비되는 색채를 
이용하여 강조함.

형태 도서관의 책들이 쌓여있는 듯한 형상의 반복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강조함.

조명 슈퍼컴퓨터의 내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붉은 조명이 슈퍼컴퓨터에
서 작동하고 있는 AI의 강력한 힘을 표현함.

색채
무채색의 공간에서 대비되는 슈퍼컴퓨터에서 발하는 붉은 색상이 대
비를 주며 슈퍼컴퓨터를 더욱 강조함.

형태 심미적 형태는 절제되어 있고 AI의 노출을 위한 스크린이 공간의 주
가 되어 있음.

조명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만이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있음.

색채 스크린에서 노출되는 AI의 뚜렷한 노출을 위하여 무채색의 어두운 색
상이 공간을 지배 하고 있음.

은 주로 자연적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의 장소화 방법 중에 장소 드

러내기 방법은 세 영화 모두 자연지형 및 경관의 특성을 사용하는 물리적 특성

을 사용하였으며,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특성도 많이 사용되었다. 초점화의 공간

적 표현 중 시점체계에 따른 공간적 표현은 단일시점보다는 다시점에 의한 공간

표현이 많았다. 대상과 주체의 관계 변화 방법은 세 영화 모두 플롯의 변화보다 

내부장치를 통한 관계의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인식에 따른 불확정적 경계의 표

현방법은 트랜센던스와 패신저스는 상호작용에 의한 공간의 불확정적 경계를 표

현하였으며,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비물질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공간의 불확정

적 경계를 표현하였다. 텍스트의 공간적 해석인 주제를 의미하는 방법(은유)은 

트랜센던스는 유형적 은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러너 2049와 패신

저스는 유형적 은유와 무형적 은유 둘 다를 사용하고 있다.

<표 4-40> 세 SF영화의 공간구성요소와 조형적 의미



- 105 -

블레이드 러너 

2049

형태
규칙적인 형태의 반복으로 자료실이라는 용도에 맞게 도서관을 연상시

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형태는 복제인간의 완벽한 능력을 보여줌.

조명
공간 전체의 밝기보다는 실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에만 조명을 

비춤으로써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줌.

색채
다양한 색이 사용되지 않고 한 가지 색채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엄숙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줌.

형태 계단 위로 올라가는 인물의 움직임과 진행 방향에 맞춰 움직이는 빛의 

움직임이 인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리플리컨트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음.

이때, 계단 위는 현재보다 더 높은 이상을 뜻하며 물결이 투영된 조명

은 리플리컨트의 의지를 의미함.조명

색채
한 가지 색채만을 이용하여 그 면에 비추어지는 조명을 더욱 강조시키

면서 사용된 조명의 의도에 집중함.

형태
영화의 내용상 나갈 수 없는 갇힌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고 무

한한 꿈을 창조적인 작업을 진행하기에, 자유롭고 추상적인 패턴이 사

용됨.

조명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빛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을 더욱 간결

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줌.

색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백색만을 사용하여 어떤 색으로든지 칠해질 수 

있다는 확장성, 가능성을 보여줌.

패신저스

형태
전망대라는 특성에 맞게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으며, 주인공의 전망 

또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영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 형

태를 만듦.

조명
중앙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양옆으로 퍼지는 조명이 앞으로 인물이 나아

갈 방향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함.

색채
자극적이지 않고 톤이 낮은 부드러운 색상을 배경으로 공간의 주가 되

는 조명이 강조되는 색채가 사용됨.

형태
마치 계곡과도 같은 형태를 가졌으며 계곡을 이루는 굴곡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을 공간형태로 표현함.

조명
세련되고 인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돌출된 느낌 없이 형태 내부

에 설치된 조명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나, 조명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백색에 가까

운 무채색이 사용됨.
색채

인공적인 공간에서 유기물들의 다양한 배치가 차갑고 외로운 공간에서 

자연적인 공간으로 변화함.
형태

인공적인 조명들이 가려지고 우주에서 내리쬐는 자연적인 조명이 강조

되어 따뜻한 분위기로 전환됨.
조명

무채색의 공간에서 유기물의 다양한 색들이 추가되어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

졌음을 표현함.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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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편의 SF 영화의 공간구성요소와 조형적 의미에 대한 종합은 <표 4-40>과 

같다. 서사이론을 바탕으로 세 편의 SF영화가 드러내는 공간분석을 통해 미래공

간에 적용 가능한 공간연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트랜센던스

의 장면들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형태는 AI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배치된 공간이나 AI가 노출되는 커다란 스크린 같은 요소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공간에 표현된 조명은 수퍼 컴퓨터에서 발산되는 빛과 AI가 드

러나는 스크린의 불빛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블레이든 러너 2049의 장면들에서 

공간형태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며 조명은 공간 전체를 비

추기보다는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에만 간접조명을 하고 있으며,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빛만을 사용하여 공간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있다. 색채는 다양

한 색보다는 단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간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

들고 있다. 패신저스의 장면들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형태는 우주선이라는 인공적

인 공간에서 유기물들의 다양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차갑고 외로운 공간에 따스

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우주선 내부를 표현하고 있는 조명은 세련

되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지만, 조명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주선 

내부를 표현하는 색채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나 조명이 강조될 수 있도

록 백색에 가까운 무채색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우주선 내

부에 설치된 자연공간은 유기물들의 다양한 색들이 추가되어 마치 자연 속에 있

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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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영화는 다른 서사 매체보다 시간과 공간의 표현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체험 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매체

이다. 특히, SF 영화는 시간과 공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미래에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강한 시각효과로 전달하는 영화장르이다.

SF 영화의 공간구성과 표현방식을 서사적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영화의 뼈대는 서사적 구조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간 연출을 통해 장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SF장르

는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표현하고 있어, 미래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SF 영화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가능한 새로운 이미지

를 경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미래 공간디자인에 대한 궁

금증을 SF 영화에 표현된 공간들을 관찰하고 분석함을 통해 미래 공간디자인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 강승완(2010)의 건축공간에 대한 내러티브의 형성

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서사적 공간 분석방법론을 연구자 관점에서 재해석하

여 SF 영화의 서사적 공간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SF공간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도출된 분석틀을 가지고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사적 의미가 공간에 표현되

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SF 영화 세 편

을 선정하고 서사분석 틀을 사용해 의미 있는 장면을 선정하고 장면 구성을 위

한 공간 연출 방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사적 구성요소를 미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

론을 통해 SF 영화공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 틀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미케 발의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는 파블라(fabula), 스토리(story), 텍스트

(text)의 3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SF 영화공간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파블라는 논리적,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경험되는 사

건의 연속이다. 파블라의 성분들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은 영화공간의 인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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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인간이 경험하는데 필수적인 영화장면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스토리는 

파블라의 연쇄로써, 파블라의 성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스토리는 연쇄적 배치, 리듬, 빈도, 장소에서 공간으로, 초점화 등의 양상으로 나

타난다. 이는 영화공간에 제시된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결합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공간연출로 나타나는 ‘의미화’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는 언어 기호로 구

조화된 전체를 의미한다. 이는 묘사와 서술을 통해 공간의 주제가 구조화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둘째, 서사이론을 바탕으로 세 편의 SF 영화의 주제가 드러난 공간을 분석한 

결과, 미래공간에 적용 가능한 공간 연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형태‘는 미래사회에서 발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매끄러운 형태를 

가진 공간들로 주로 연출되었다. 또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중시하여 디

자인되었으며, 공간에서 주로 행해지는 행동의 성격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를 강

조하고 있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명‘은 세 영화 모두 실내공간의 조명은 자연조명보다는 인공조명이 주로 사

용되었다. 특히, 조명들이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기보다는 광원을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았다. 자연조명은 공간에서 나타내고 싶은 요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색채‘는 세 영화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래사회에서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정보나 데이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색채를 복잡하지 않은 저채도의 단색을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서사이론을 통한 SF 영화의 분석은 영화의 의미 분석과 

더불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공간의 연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러한 연출 경향은 미래의 공간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공간 연출을 위한 서사적 분석과 조형

적 형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향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의 공간 디자인을 

선도하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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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SF영화 속에 나타나는 공간을 서사적 구성으로 이해하고 SF영

화에 구현된 공간의 특성을 서사적 요소에 따라 도출하고 공간에 담긴 서사

적 의미를 파악한 후 이러한 의미가 SF 영화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공간은 다른 예술 작품보다 시간과 공간의 표현을 훨씬 더 직접적으

로 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체험 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매체이다. SF영화는 시간과 공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미래

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미지를 강한 시각효과로 전달하는 영화장르이

다.

SF영화의 공간구성과 표현방식을 서사적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의미

를 가지는 이유는 영화의 뼈대는 서사적 구조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스

토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이론을 통해 SF공간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도출된 분

석틀을 가지고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사적 의미가 공간에 표현되는 방식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SF영화 세 편을 선정

하고 서사분석 틀을 사용해 의미 있는 장면을 선정하고 장면 구성을 위한 공

간 연출 방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사적 구성요소를 미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

사이론을 통해 SF 영화공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 틀의 가능성을 탐

색할 수 있었다. 둘째, 서사이론을 바탕으로 세 편의 SF영화를 분석하여 공간 

연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사이론을 통한 SF영화공

간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공간 연출 전략 분석은 미래의 공간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연출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공간 디자인의 흐름 속에서 앞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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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사적 공간분석의 틀을 토대로 하여 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

며 파악된 의미를 어떻게 공간속에 연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한다. 이

제 선도하는 공간 디자인의 연출은 탄탄한 서사구조의 이해와 창의적인 공간 

연출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공간 연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 구현되어질 공간디자인의 방향성을 상상하는데 작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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