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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영화에서 볼 수 있듯, 전형적인 결말에서 탈피

하여 열린 결말의 서사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열린 결말은 관람의 주체가 느끼는 감정에 작용하면

서 영화의 동적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범죄영화에

서는 소재의 특성상, 열린 결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유형과 작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열린 결말의 정의

  열린 결말에 대한 정의를 대부분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다. 제임슨(Fredric Jameson)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문

화 이론>에서 “플롯은 본래 X와 Y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가

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폐쇄된 듯

한 느낌을 주면, 그 플롯은 마무리 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1] 고 하였으나, 열린 결말에 대한 정의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인 시드 필드(Syd 

Field)는 <Screenplay - The Foundations of Screenwriting>

에서 ‘3막극 구조 이론’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3막’이 

바로 열린 결말이다. 그러나 시드 필드는 “결말이라는 것

은 반드시 작품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결말은 해

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고 하였다. 즉 시드 필드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결말에서는 반드

시 갈등을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로버트 맥기(Robert McKee)는 <Story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Story：Substance, Structure, Style, 

and the Principles of Screenwriting)>에서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을 비교하면서 열린 결말에 대해 정의와 가능

성을 제시했다. “어떤 플롯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해결

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는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열린 결말은 영화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난 것이 아닌，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한다”[3]고 하였다. 맥기는 플롯을 삼각형에 빗대면서 각

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삼각

형은 각각 안티플롯, 빅플롯, 스몰플롯이다. 안티플롯은 

우연의 일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빅풀롯은 닫힌 결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몰 플롯이 열린 결말을 의미하는데, 

플롯의 흐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있는 경우이

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화의 밖으로 확장되어 관객들이 

곱씹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관객의 감정은 반영되고, 감

독과 심리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개인적 맥

락의 반영을 통해 회자되고, 기억되는 것이다. 나아가 관

객의 감정적 만족에 대한 맥기의 분석은 보다 심층적으

로 탐색,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드러난다. 

맥기의 이러한 견해가 영화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열린 결말은 영화 속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틈을 확장하고, 관객이 그 틈을 메

워가기를 바란다. 해석에 대한 각각의 봉합 과정이 의미

를 가지며, 감독의 의도가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

는 열린 결말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분류함으로써 열

린 결말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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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열린 결말은 예술 영화에서는 물론, 상업 영화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결말의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수용자의 참여’를 유도함으

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함께 작품이 회자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범죄영화에서 열린 결말은 영화의 소재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힘으로써 작품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범죄 영화에서의 열린 결말에 대한 분류와 연구를 통해 

범죄영화의 제작과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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