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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03년 개 된 공포 화 <장화,홍련>은 약 314만 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당시 일부에서는

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이 화는 2003년을 후로 개 된 공포 화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화 속 4명의 주인공은 한 가족이고,아빠의 외도로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된다.무 (아

빠)의 외도는 아내의 자살로 이어지고,아내이자 엄마의 자살은 수연(동생)의 죽음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이때 수연의 죽음에 은주(새엄마)가 련되어 있다.수미(언니)는 수연이 죽은 후 은주가 수연의 죽음을 그

로 방치한 사실로 큰 상처를 받지만,동시에 그런 은주의 행동에 자신도 연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

며 동생을 죽게 한 죄의식도 느낀다.은주 역시 수미의 독설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에 한 복수로 수연을

죽게한사실에죄의식을 느낀다.김지운감독은개 당시 인터뷰에서“이 화는가족간상처와죄의식에

한 화”라 밝혔는데, 화 속에서 가족이 주고받은 상처와 죄의식은 가상과 실재 이미지가 뒤섞인 공포

이미지로 그려진다.상처는 가상 이미지로,죄의식은 실재 이미지로 표 된다.이 에서는 가상과 실재 이

미지를 설명해주는 화 속 스틸사진을 제시하면서 상처와 죄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주인공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체 3가지가 지닌 상징 의미도 서술하 다

■ 중심어 : <장화, 홍련> 김지운 상징 가상 실재

Abstract

Thehorromoviewhichwasreleasedin2003,<ATaleofTwoSisters>wasaboxofficehit

drawingaudiencestotaling3,140,000people.Then,therewerepartialopinionsthatitwasdifficult

tounderstandthecontentofthemovie.However,itwasmostfavorablyreceivedinthehorror

movieswhichwerereleasedbeforeandafter2003.The4maincharactersinthemoviearea

family.Thefamilyconflictsbeginasthedadhasanaffair.Muhyeon(thedad)’sinfidelityleads

hiswifetokillherself.ThesuicideofthewifeandmomagainleadsSuyeon(theyoungersister)

tobedead.Atthismoment,Suyeon’sdeathisrelatedtoEunju(thestepmom).Sumi(theolder

sister)isdeeplyhurtbythefactthatEunjuleftheryoungersister’sdeathaftershewasdead.

Butatthesametime,sherealizesthatsheisalsorelatedtoEunju’sact.Andshefeltguilty

aboutheryoungersister’sdeath.EunjuwasalsohurtbySumi’sbitingremarks.However,she

feelsguiltyaboutthefactthatshemadeSuyeonbedead.DirectorJiunKimsaidintheinterview

whenitwasreleased,“thismovieisabouthurtsandguiltamongfamilies.”Thesehurtsandguilt

areexpressedbyhorrorimagesthatimaginationandrealityaremixed.Hurtsareexpressedby

virtualimagesandguiltisdonebyrealimages.Thispaperpresentedstillpictureswhichexplain

thevirtualandrealimagesandexaminedwhathurtsandguiltmean.Anditdescribedthe

symbolicmeaningsofthreemediawhichcauseconflictsamongmaincharacters.

■ keyword : <A tale of two sisters> Jiun Kim Symbol Imaginatio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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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공포 화는 1998년 <여고괴담>을 기 으로 지

까지인기를끌고있다.<여고괴담>은62만명의

객을 동원했는데,이는 당시 흥행 1 <약속>의 70만

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당한 객을 불러 모은

화로 기록되었다[1].<여고괴담>의 상 밖 흥행은

이 과 다른 공포의 원인 때문이다.즉 <여고괴담>의

주인공들은제목 그 로 여고생이라 이들이 주류를 이

루었던 객들은이 화를마치자신들이다니고있는

학교,혹은같은시 어디서나벌어질수있는실화인

것처럼 받아들 기 때문이다[2].

최근에도스릴러 공포 화는여 히인기다.특히

2013년 개 작 <숨바꼭질>과 <더 웹툰:고살인>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공포 화의 부흥기를 맞이하

고,이런분 기를타고2013년8월서울마포구상암동

에 치한 시네마테크 KOFA에서는 <장화,홍련

(2003)>개 10주년 기념 GV(객과의 화)가 열렸

다.지 까지 제작된 수많은 한국 공포 화 <장화,

홍련>이 재상 된 것은 감독과 배우들에게 스러

운 일이겠지만,무엇보다 화의 스토리와 상 등이

객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지난 2003년 개 한 <장화,홍련>은

당시 314만이 조 넘는 객을 동원하여 흥행에 성공

했다.최근에는천만 객 화가여러편등장하여314

만 이라는 숫자가 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화,홍련>은 2003년을 후로 개 한 공포 화

에서 손에 꼽을 이례 인 흥행작이다.

<장화,홍련>은공포 화이지만 화속에서독특하

고아름다운미장센을보여주었는데,이것은이 화가

많은 과 해석을 이끌어 낼만큼 ‘무언가’를 담고 있

다는 뜻이기도 하다[3]. 과 해석을 이끌어낼 ‘무언

가’에 해 김지운 감독은 화 개 당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이 화는 상처와 죄의식에 한 화로 가족 간의

죄의식,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한 두려움을 그리고

싶었다.”

이처럼 김지운 감독은 화에서 달하고 싶었던 내

용을 명확히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에 한

몇몇의연구와평론에서는감독의생각과 다른방

향의흥미로운해석이나고 소설<장화홍련 >에근

거한 해석을 내놓았다.물론 텍스트의 해석은 여러 가

지일수있으나,사실<장화,홍련>만큼다양한해석을

선보인 경우는 드물다.

본고는감독이직 언 한가족간상처와죄의식을

바탕으로<장화,홍련>에서보여주는 상이 객들에

게 어떤 공포심을 자극했는지 살펴보려 한다.여기서

감독이 말한 가족 간 상처와 죄의식은 어떤 일을 계기

로생겨난가족구성원간서로의갈등이다.감독은가

족사이에일어난갈등을상처와죄의식으로 풀어냈는

데,이때 상처와 죄의식은 가상과 실재 이미지를 섞어

공포 이미지로 표 하 다.Ⅱ장 3 에서는 가상과 실

재이미지를 설명해주는 화 속스틸사진을 제시하고

감독이말한상처와죄의식이어떤의미가있는지알아

볼것이다.이를 해가장먼 몇몇평론과연구에서

다룬 <장화,홍련>의 여러 가지 해석을 알아본 후,

화 체 내용을 집약한 화포스터 사진의 의미와 화

체 서사구조를 악하려 한다.

Ⅱ. 본 론

1. <장화, 홍련>의 다양한 해석들

화감상 제목을 보면 고 소설 <장화홍련 (薔

花紅蓮傳)>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장화,홍련>은

<장화홍련 >과 아무 련이 없다.단지 제목만 비슷

할뿐인데,임유경(2010)은<장화,홍련>이1924년부터

72년까지총다섯차례에걸쳐 화화된<장화홍련 >

을 새롭게 해석·변주한 작품이라 하 고[4],황혜진

(2006)도 이야기의 출발을 제외하고는 원작과 거의 유

사 이없으나,상호텍스성의측면에서이 화의공포

는원작에상당부분빚지고있다고언 하 다[5].그러

나앞의연구처럼<장화,홍련>은<장화홍련 >을새

롭게 해석·변주한 작품도 아니고, 화의 공포가 원작

에 상당부분 빚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물론 고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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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계모와 아이들의갈등은 화에서도 비슷하게 개

되지만,앞에서서술했듯이<장화,홍련>은<장화홍련

>과 완 별개의 작품이다.즉 유운성(2003)의 말처

럼“김지운의<장화,홍련>은원작소설에직 면한

다기보다는좀더보편 이고고 인원귀서사의내

부에서 죄의식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6].

원작소설과 화의 차이 을 살펴보면,<장화홍련

>에서는 계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장화와 홍련

을죽일계획을꾸민다.계모의의도에넘어간두자매

는 우물 안에서 자살하고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의 원

귀(寃鬼)는밤마다나타나마을의부사들에게하소연한

다.그러던 부사가운데용기있는한사람이사건을

헤쳐계모를벌하고두자매의한을풀어주는이야기

다.즉<장화홍련 >에서가장 요한모티 는두자

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그녀들이 죽어서라도 한을 풀

기 해원귀가되어돌아오는데에있다[7]. 마지막

에 가해자를 응징하면서 고 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결말을 맺는다.결국 <장화홍련

>은계모의계략으로두자매가죽게되고이후원귀

의 귀환이 극 체와 인물들의 행 의 모티 가 되어

[8],악한사람은벌을받게된다는교훈 인이야기다.

그러므로권선징악은<장화홍련 >의가장 요한메

시지다.

반면,<장화,홍련>은권선징악의결말이아니다.

화에서도 귀신은 출몰하지만 원 처럼 복수를 하기

해등장한것이아니다. 화속의귀신은동생의죽

음으로죄의식을갖게된언니가스스로만들어낸허상

으로,죄의식에 의해 분리된 자신의 자아 혹은 기억과

맞서는것이다[9].따라서두자매와귀신이등장한다고

원 을재해석한비평은재고의여지가있지만,“<장화

홍련 >이내포한계모의악덕을수미의사이코드라마

로,송사 해결은 정신분석으로,환생 설화를 기억의 회

귀로 복한 도의도 든아니든고 의재해석에값

한다[10]”고 서술한 정승훈(2003)의 해석은 여겨 볼

만하다. 한 이효인(2003)은 “<장화,홍련>은 막연한

공포와 슬픔에 한이야기가 아니라 소녀의 질투심과

미래의공포에 한 화”라하 다[11].이효인이말한

‘소녀의질투심’은두자매 언니수미의욕망을가리

킨다.즉 새엄마로 빙의된 수미의 모습에 죽은 친엄마

의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을 비하여 ‘소녀의 질투

심’이라표 한것이다.정재형(2003)은“고 서사가갖

고 있는 심 개념은 선악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 개

념으로 권선징악이라는 당 가치를 실 하고 있다.

반면 김지운의 화가 지향하는해석의방향에서 선악

의개념은희박해지고 신어머니부재로인한여성의

희생과 아버지의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남성 권력이

라는새로운개념으로탈바꿈된다.”고하 다[12].심

섭(2003)은 “아주 조 근친상간과 자매간의 즈비언

욕망을내비친뒤,<장화,홍련>은서둘러원 <장

화홍련 >에서 가장 고 이고 보수 인 이데올로기

하나를 뽑아내 화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13].”고 하 다.

이처럼 하나의 화를 두고 ‘소녀의 질투심’‘여성의

희생’‘남성 권력’‘근친상간’‘자매간 즈비언 욕

망’등여러가지의견이등장했다. 감독이직 화

는원 과 련이없다고말했지만 에서살펴본

것처럼다수의비평과연구가원 의내용에빗 어

화를 해석했다.

<장화,홍련>에 한 문연구자와비평가의 보다

오히려 학원생의 연구가 에 띈다.여형옥(2010)은

제목<장화,홍련>에서 여겨 야할 은장화와홍

련사이의‘쉼표(,)’라한다.장화가수미를,홍련이수연

이라면,장화는 다 인격자로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홍련은 원귀로서 죽었지만 죽지 않는 듯한

모습을띤다.즉장화와홍련사이의‘쉼표’는이승에있

는 장화와 원귀의 형태로 이승에 머물러 있는 홍련이

서로완 히다른세계에존재하지만서로연결되어있

는 의미로 해석했다[14].

2. 영화포스터 사진 및 서사구조 분석

화포스터는2시간남짓길게이어지는 화의내용

을한장의사진으로압축한것이다.포스터사진을분

석하기 <장화,홍련>의 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두 자매가 서울에서 오랜 요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새엄마는자매를유난히반기지만이들자매는새엄

마를 꺼린다.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집안 곳곳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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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
ActⅠ
설정

ActⅡ
대립

ActⅢ
해결

그림 1. 시드 필드의 3Act[17]

한기운이감돌고악몽에시달리고환 을보게되면서

괴이한 일이 잇따라 발생되고,두 자매와 새엄마의 갈

등은 더욱 심해진다.

<사진 1>은 화

포스터로 사진 속 4

명의 주연배우 아빠

무 (김갑수),새엄마

은주(염정아),두 딸

의 언니 수미(임수

정),동생 수연(문근

)은 한 가족이다.

우선 사진에서 가장

에 띄는 부분은 두

자매의 옷에 묻은

흔과 다리 사이로 흐

르는 피다. 주연배우 4명의 얼굴 표정이 각기 다르

다.무 은 무심한 표정이고 수연은 의자에 러져

있다.수미는무표정이지만은주만유난히길고새빨간

손톱을 내보이면서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이때 새빨

간긴손톱은새엄마를상징하는텍스트로고 에흔히

등장하는계모의고정 인이미지,즉아이들과친화

이지 않는 캐릭터를 반 한 것이다.

포스터 사진은 사진작가 오형근의 작품으로[15],당

시 벽에 붙은 포스터가 수거되는 일이 생길 정도로 매

우 강렬하고 인상 이다.특히 주연배우 4명의 캐릭터

를 사진에 잘 표 했는데, 화 람 후 포스터 사진을

보면 화 체내용을사진작가가매우잘 달했음을

알게 된다.즉 작가는 수연의 죽음을 의자에 러진

모습과옷에묻은피로나타냈고,수미의어깨 에올

린은주의손과남을헤칠수도있는새빨간손톱은수

미와 은주의 계를 설명한다. 무 의 무심한 표정

은집안의비 스런사건의내막을 모르는캐릭터

를 표 한 것이다.

<장화,홍련>은 가상과 실재 이미지가 뒤엉켜 화

개 당시 일부에서는 이 화가 도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비 이있었다.특히 화후반부에가서야

그동안집안에서일어났던거의모든일들이실은수미

의상상과환상속에서만들어진이야기라드러나지만,

객은 오히려 그때부터 화의 내용이 뒤죽박죽되어

더욱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화도입부

에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인지, 재의 일이 개

되는 장면인지 반부터 헷갈린다.

화도입부는과거회상이아니다.첫장면은정신병

원에서 의사와 수미의 화로,이때 의사는 수미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은주를 가리키며 “여기 이

사람 구지?모르겠어?가족사진인데,그날일에 해

좀얘기해 수있을까?그날무슨일이있었던거지?

지 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라고 말

한다.그리고 곧바로 병원에서 다른 장소로 씬(scene)

이이동된후본격 인이야기가시작되어 객은수미

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착각한다.하지만

화 후반부에 같은사진이다시등장하는데그때사

진은은주의얼굴부분만찢겨져있다. 화도입부에찢

겨지지않은사진이먼 등장하고후에찢겨진사진을

보여주었으니 화는 과거 회상장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개된 것이다.

<장화,홍련>의 서사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보았다.세 부분은 미국의 시나리오 연구가 시드 필

드(SydField)의3Act모델에 용했는데,3Act분석을

통해 화의 체 인 롯구조를이해할수있다.일

반 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제한된 러닝타임을 가진

화에서는 호흡이 긴 문학의 기승 결(起承轉結) 신

ActⅠ,Ⅱ,Ⅲ로 구성된다[16].ActⅠ은 등장인물과 상황

을 설정하고,ActⅡ는 등장인물간의 갈등을 그린 후,

ActⅢ는 이야기의 결말이다.ActⅢ에서 화의 가장

극 인 장면,즉 클라이맥스를 선보인다.

사실 <장화,홍련>의 서사는 3Act와 무 하게 반

부와 후반부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반부는 정신병원

에서퇴원한수미가동생수연과함께집으로돌아오지

만그때부터집안에이상한일들이자꾸만생겨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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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의갈등이고조되면서이야기가 개된다.후반부

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수미는 다시 정신병원에입원

하게되고,그동안은주와수미의골이왜깊었는지과

거에집안에서발생한비 스런사건을보여 다.특히

병문안 온 은주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수미의

행동은은주의실체가과연무엇인지,두사람사이어

떤 일이 있었는지 궁 하게 만든다.다음 장면에서 바

로 과거 회상으로 이어지는데,이때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은주의 모습,은주가 실제로 귀신을 보는

모습등 과거와 재의 모습이 편집되면서극 긴장감

이 고조된다.

아래의 표는 화의 체내용을 3Act에 용한 것이

다.

표 1. <장화, 홍련>의 3Act

Act Ⅰ: 설정
(0:00:00 ∼ 00:53:21)

▶ 정신병원에서 의사와 수미의 만남
▶ 수미수연과 은주의 불편한 동거시작
▶ 집안에 기이한 일 발생, 귀신 등장

Act Ⅱ: 대립
(0:53:22 ∼ 1:36:54)

▶ 상규와 상규 처의 방문
▶ 상규 처의 발작
▶ 은주가 기르던 새의 죽음으로 수연이 

옷장에 갇힘
▶ 무현과 수미의 갈등
▶ 수연의 죽음이 밝혀짐
▶ 수미와 은주의 갈등 증폭

Act Ⅲ: 해결
(1:36:55 ∼ 1:54:31)

▶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는 수미
▶ 과거 회상장면
▶ 집으로 돌아온 은주 앞에 실제 귀신 

등장

3. 영화 속 상징, 가상, 실재 이미지와 의미

김지운 감독이 직 언 한 상처와 죄의식은 화를

이해할수있는키워드로,4명의주연배우는한가족이

지만서로가서로에게 상처를 되받으며 죄의식을느낀

다.주연배우는4명이지만이야기를이끌어가는인물은

사실상 수미이다.수미를 심으로 이야기가 개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수미와 은주의 갈등은 더 증폭

되고 마침내 정에 이른다.수미와 은주가 서로 증오

하는 이유는 이 집안의 감춰진 비 이고 화 말미 과

거 회상장면을 통해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된다.사람들

이 화제목만보면얼핏고 <장화홍련 >을떠올리

며 계모와 처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흔한 신경 일

것이라선입 을가질수있지만,이 화는가족구성

원 간 숨겨진 섬뜩한 비 로 끝내 국으로 치닫는 무

서운 이야기이다.

수미는과거은주가 지른일에상처와충격을받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죽은 동생 수연과 은주로 빙

의되는 다 인격체의 인물이다.따라서 화 반부터

반까지 거의 모든 장면은 수미의 환상 속 이야기라,

이때수연과은주는수미와 객의 에만보이는가상

이미지이다.즉 처음부터 외딴 집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것처럼이야기가 개되지만실은무 과수미두

명만살고있는것이다.실재이야기는 화 반이후

진짜 은주가 수미앞에 등장하면서 본격 으로시작된

다.그러므로 이 화는 상상과 실을 오가며 내용이

펼쳐지고감독은가족의상처와죄의식을 가상과 실재

이미지로 표 하 다.

상처와 죄의식은 무 의 외도로부터 시작된다.이후

충격을받은친엄마는수연의옷장안에서자살하고이

를목격한수연은엄마를꺼내려하다가도리어옷장

에깔려죽는다.옷장 에깔린수연의숨이넘어가기

직 은주는이를외면해수연은결국죽게되는데,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미는 충격을 받고 정신장애를

앓게 된다.수미가 정신장애를 앓게 된 것은 친엄마와

수연의 죽음도 있지만 무엇보다수연의죽음을수수방

한 은주의 처신이다.감독은 은주가 수연의 죽음을

왜방 했는지과거회상장면을통해 객에게알린다.

이장면에서수연이죽기직 수미는은주에게독설을

남기며 상처를 주고,상처받은 은주는 수연을 충분히

살릴수있었지만수연의죽음을방 하는것으로수미

에게돌이킬수없는상처를 다.그러므로이 화에

서 과거 회상장면은 화 체 내용과 주인공 간 갈등

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하다.

과거 회상장면은 친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빠가 은주

를집에데리고오는장면에서시작된다.두자매는은

주의존재를못마땅하게생각하는데,이것은바로앞에

서서술했듯이 수미가 은주에게독설을퍼부은이유이

기도하다.수연이옷장에깔린걸목격하고놀래서방

을뛰쳐나와다시수연을구하러돌아서는순간수미와

마주치는데,이때수미와은주의 화내용은이후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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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가수연의죽음을방 하게된배경이다.즉은주는수

연이옷장 에깔려있는것을알고구하려했지만수미

의독설로마음이바 어수연을그 로죽게내버려두

기로 한다.그리고 나 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

다는 사실을 수미에게 경고한다.

은주:“무슨 소리 못 들었니?”

수미:“여긴 왜 올라온 거야?안방은 일층 아니야?”

은주:“그게 무슨 말이야?”

수미:“이젠 엄마 행세까지 하려드네,부탁인데 우리

일에상 하지말아줘.좀비켜 래?나나가야

되거든”

은주:“ ,지 이순간후회하게될지도몰라.명심

해”

수미:“당신이랑 이 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후회

할일이있겠어?당신이이집에서돌아다니고

있을때될수있으면멀리떨어져있고싶어서

그래.이해해?”

의 화는실제장면이다.수연이 죽고난 후수미

는 의 화내용을 되새기며 환 (幻影)속에서 은주

와 다시 화를 나 다.

은주:“ 에했던말기억나?이런날이올거라고했

던 말 기억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가 잊고 싶은 게 있는데,깨끗하게 지워버리

고싶은게있는데,도 히잊지도못하고지워

지지도않은거있지.근데그게평생유령처럼

붙어다녀,유령처럼.”

수미:“나 도와줘.”

은주:“그래, 도와 게,우리 여기서 끝내자.”

의 화는수미가자신과은주를오가며나 이야

기다.즉 수미가 은주로 빙의되어 말하는 내용으로 이

는 곧 수미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다.특히 “나 도와

줘”는수연의죽음과은주에 한모든기억을잊고싶

은수미내면의목소리다. “ 에했던말기억나?이

런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 기억나?”에서 ‘에 했던

말’과‘이런날’은과거은주가수미를 주한“ ,지

이 순간 후회하게 될 지도 몰라,명심해”를 의미한다.

수미는 이런 화내용을기억해내고 수연의 죽음이 결

국은주에게 퍼부은 자신의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되면서 은주의 말 로 후회하게 된다.따라

서잊고싶은일,깨끗하게지워버리고싶은일,도 히

잊지도 못하고 지워지지도 않는 일,평생 유령처럼 붙

어다니는일은결국수미의죄의식을의미한다.은주를

통해 수미가 내밷은 의 말은 이 화에서 공포의 실

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수미와 은주의 상

처․죄의식은 가상과 실재 이미지가 뒤섞여 표 된다.

본장에서는 상처와 죄의식을 표 한 가상과 실재 이

미지를스틸사진으로보면서의미를이야기할것이다.

그 이 에 이 화에서는 주인공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체 3가지가 등장하는데,3가지는 ‘꽈리 열매’,‘옷

장’,‘새장 속의 새’로 이것들이 지닌 상징 의미를 먼

서술해보려 한다.

3.1 상징(象徵)이미지와 의미

첫 번째 꽈리 열매

는 화 반에 등장

한다.두 자매가 집으

로 돌아오자마자 수

연은 뜰에 핀 주황색

꽈리 열매를 발견하

고다가가열매의배를가르는데,안에텅비었음을확

인하고 그냥 버린다. 객은 이 장면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감독이 꽈리 열매를 보여주는 이유는 따로

있다.

꽈리는열매를까서그안에있는씨를입에넣고소

리를 낼 수 있는 식물이다.즉 꽃이 죽은 후 꽃받침이

열매를 감싸게 되는데,열매는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생겨그안에씨를품고있다.그런데 화에서는꽈리

안에씨가없어서수연은열매를버리는데여기서감독

은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하나는 친엄마는 죽었다

는것, 다른하나역시수연도이미죽은인물이라는

것이다[18].꽈리의 특징을 잘 모르면 이 장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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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사진 4.

지나칠수있지만감독은 화도입부에꽈리열매를엄

마와딸에비유하면서이들의죽음을미리암시하 다.

이 장면 이 에도 감독은 수연의 죽음을 화 곳곳

에 지시 알려주는데,수미와 수연이 함께 있는 장면

에서무 이수미의이름만부른다거나,수미만다그치

는 장면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옷장으

로, 화 반부터 수

미와 객은 옷장 속

에서 귀신을 보게 된

다.옷장은 화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옷장은주인공간갈등이시작되는장소이고공포의

상이다.즉 친엄마가 죽은 장소가 옷장인데 수연은 바

로그옷장에깔려죽게되고, 화후반부수미의환

속에서 은주가 수연을 가둔 장소도 옷장이고,마지막

부분에서 은주가 실제로 귀신을 보는 곳 한 옷장이

다. 화 반수미는무 에게“수연이방옷장이나

치워줘”라고하자,무 은“수미야,옷장얘기는더이

상 하지 않기로 했잖아.약속했었지?”라고 말하면서

수미를나무라는데,여기서옷장이어떤의미가있는지

궁 증이 유발된다.앞에서 서술했듯이 화후반에 가

서야과거회상장면을통해친엄마가옷장속에서자살

한 사실을 보여주면서 객은 그동안 왜 옷장 속에서

귀신이출몰했는지알게된다.이처럼친엄마의죽음은

수연의죽음으로연결돼두사람의죽음은수미와은주

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따라서 옷장은 화 내에서 사

건이시작되고주인공간갈등이증폭되는상징 의미

를 가진다.

세 번째는 은주가

키우는 새장 속의 두

마리 새다. 화 반

은주는 두 마리의 새

를 애완용으로 키우

는 것으로 묘사되지

만실은수미가키우는새다.두마리의새는자매를상

징하는데,후에새는죽게되고이일을계기로은주와

수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은주는 수연이 새를

죽인 것으로 알고 수연을 옷장 안에 가두어 괴롭히고

끝내자루에넣어죽이는데,물론이모든사실은수미

의 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여기서 새의 죽음은

수연의죽음을의미한다.감독은수연의이부자리 에

서 죽은 채 발견된 새의 모습으로 수연의 죽음을 한

번 알린다.

3.2 가상(假像) 이미지와 의미

상처는 가상이미지로 그려진다.앞에서 서술했듯이,

이 화는 화 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모든장면이

수미의 머릿속 가상 이미지로 묘사된다.즉 수미는 수

연의죽음과 련된집안의비 스런사건을계기로정

신장애를앓고 수연과 은주를 오가는 다 인격체 캐릭

터로설정되어, 화후반부진짜은주가등장하기 까

지 부분의장면은수미의환 이다.다 인격체캐릭

터의 수미를 설명해주는 장면은 화도입부에 등장하

는데, 같은노트와책,옷장속에걸린여러벌의옷이

수미의 병을 암시한다[사진 5][사진 6].

사진 5. 사진 6.

다수의 객은 수미의 환 을 인식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실제일어나는일로생각하면서 화를보지만,

사실 감독은 화 반부터 몇몇장면으로 이러한 사실

을 슬쩍 암시하 다. 를 들면,침 시트에서 수연의

생리 을보고 수미가 은주의 방에서 생리 를가져가

는 장면에서,은주는 “생리하니?어쩜 나랑 날짜가

같을 수가 있지?”라고말한다.다음 장면은수미가방

을나와2층에오르는도 본인도생리가시작된것을

느끼고[사진 7]화장실로 가서 확인한다[사진 8].이것

은 세 명이 모든 같은 날 생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

면서 동시에 은주와 수연은 수미의 환 속 인물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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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사진 8.

수미의 환 은 모두 그가 받은 상처 때문이다.과거

은주에게 독설을 남겼던 바로 그 순간 수연이 옷장

에깔려서서히죽어갔다는사실을뒤늦게알고동생을

구하지 못한 것과 은주에 한 원망 등으로 마음속에

큰 상처를 얻게 된다.동시에 은주에게 퍼부은 독설도

후회하게 된다.즉 동생을 구하지 못한 미안함과 은주

에 한원망,후회등이상처가되고,이러한상처는다

인격체의 증 정신병으로 이어져 수미의 건강상태

는 매우 심각하다.결국 수미가 은주에게 남긴 상처는

곧 수연의 죽음으로 이어지고,그 상처가 다시 수미에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따라서 수미의 환

속 은주와 수연은 상처 입은 수미의 다른 모습이다.

본 에서는 수미의 마음 속 상처가 수연과 은주를

통해서 가상이미지로 어떻게 재 되는지주요 장면을

심으로 이야기하려 한다.주요 장면 수미의 마음

속상처는이 화의하이라이트인은주와수미의격투

장면에서 본격 으로 보여 다.은주와 수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격투 장면 ,은주가 기르던 새 한

마리가죽게되고이사실을알게된은주는수연을옷

장 속에 가둔다[사진 9][사진 10].앞에서 서술했듯이

새장 속의 새는 두 자매를 암시한다.수연이 죽었듯이

두 마리 새 한 마리도 죽게 되는데,은주는 수연이

새를죽 다고생각하나사실은수미가죽인것이다[사

진11].수미는수연의죽음과새의죽음을동일화한다.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은주가 옷장 속에 수연을 가둔 사실을 수미가 알게

되면서 은주와 수미의 갈등은 증폭된다.수미의 마음

속상처,즉수연의목숨을구하지못한미안함과수연

의 죽음을 그 로 방치한 은주에 한 원망은 수미가

직 새를 죽이면서 본격화된다.수미가 새를 죽인 것

은 실제 사건이고,새의 죽음으로 은주가 수연을 옷장

에가둔것은수미의상상으로,옷장속에갇힌수연과

수연을 가둔 은주의 모습은 모두 가상 이미지다.

은주는 수연이 새를 죽 다고 생각하고 수연의 방에

들어가이불 의죽은새를확인한다.화가난은주는

수연을 끌고 옷장 속에 가두고,수연의 방에서 나오는

은주를 본 수미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이후 수연이

옷장 속에 갇힌 것을 목격하고 수미는 수연에게 “미안

해,다시는이런일이없을거야.”라고말한다.이일을

계기로수미와은주의갈등이증폭되어둘사이의격투

로 이어진다.

은주와 수미의 격투는 수미의 다 인격체 증상이 더

욱심해졌음을나타낸다.이때피가잔뜩묻은큰자루

가 등장하는데 은주가 이 자루를 끌고 가는 모습과 자

루를 막 기로 내리치는 모습이 나온다[사진 12][사진

13].수미는도와달라는 수연의 환청을 듣고 수연을 찾

다가 다시 옷장 속에서 자루를 발견하는데,이때 물

론 수미는 자루 안에 수연이 들어있다고 여긴다.이후

수미와 은주의 격투 장면이 이어진다.

두 사람의 격투는 무 이 등장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때 무 과 객의 에는 실제 수미의 모습만 보인

다.즉수미의환 이끝나고그때부터실제상황이시

작된다.장면이 바 어 수미 앞에 실제 은주가 등장

하면서 수미는 정신을 되찾는데,이때 그동안 집

안에서 일어났던 본인의 행동을 차츰 기억하게 된다.

지 까지집안에서의은주의이상한행동이실은자

신의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된다[사진 14-17].

사진 12. 사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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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사진 17.

3.3 실재(實在) 이미지와 의미

죄의식은실재이미지로그려진다. 의 에서서술

했듯이 화 반부는거의가상이미지로채워지고,실

재 이미지는 화 후반부 상태가 악화된 수미를 다시

정신병원에입원시키기 해 실제은주가집을 방문하

면서 시작된다.물론 그 이 에도 실재 이미지가 잠깐

씩등장하는데여기서는실재이미지 요한의미를

내포한 두 장면을 서술하려 한다.

하나는 은주의 동생 상규와 상규 처 미희가 집을 방

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이 장면에서 수미

는 등장하지 않고 무 과 은주,상규 부부만 보이지만

여기서 은주는 수미이다.즉 수미가 은주로 빙의된 장

면이다.은주는 어린 시 상규와 함께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며상규에게“기억안나?”라고되묻지만수미

가 지어낸 이야기를 상규는 당연히 기억할 리가 없고

이런소름끼치는 상황을 지켜보던미희는갑작스런 발

작을 일으킨다.이때 미희가 일으키는 발작에 숨은 의

미가 있다.

발작의 의미는 죄의식이다.과거 회상장면에서 수연

이옷장에깔릴때쿵소리가나고아래층에있었던은

주와 미희는 이 소리를 함께 들었다.미희의 죄의식은

옷장에깔린수연을못본체하고수연을그 로죽게

내버려 둔 은주의 비 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미희는

이런 비 을 모르는 남편과 수미의 아빠와 함께

식사를하면서은주로빙의된수미를보며죄의식을느

낀 것이다.

미희의발작장면에 다른 의미가있다.발작을일

으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수연이 옷장에 깔렸을

때살아나려고안간힘을쓰던모습[사진18]과매우흡

사하다.수연은 옷장 에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

는데,이때 움직이는 손가락 모습이 미희가 발작할 때

손가락 모습[사진 19]과 비슷하다.미희의 발작장면은

화 반에등장하고옷장 에깔린수연의장면은

화후반에 나오지만 이 두 장면은 서로 연 된 내용이

다.이런사실은미희와상규의 화장면에서암시된다.

미희는상규와집으로돌아가는차안에서“나아까그

집에서이상한거봤어,싱크 의여자애”라고말한

다.즉 싱크 의 여자애가 바로 죽은 수연이다.

사진 18. 사진 19.

다른 하나는 실제 귀신 장면이다.은주는 정신병

원에다시입원하게된수미에게 로의말을건네지만

에서잠깐서술했듯이수미는은주의손을잡고놓아

주지않으려한다.은주는이내이상한느낌을받고억

지로 수미를 쳐내지만그때부터 은주는 지난날의 비

을상기하며혼자괴로워하는장면이이어진다.죄의

식을느낀은주는 화말미에죽은수연의방에서이상

한소리를듣고옷장속에서진짜귀신을본다.실제로

귀신은 이세상에존재하지 않는인물이지만 화에서

는 죄의식을 느낀 은주의 에 비치는 실재 이미지이

다.이때 귀신은 수연으로, 화의 마지막 장면은 귀신

을 본 은주의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끝을 맺는다

[사진 20][사진 21].

사진 20. 사진 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456

지 까지본장에서는 화속스틸사진을통해상징,

가상,실재 이미지와 의미에 해 알아보았다. 의 21

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화,홍련>에서

여겨 야 할 은 색채이다.김지운 감독은 독특

한색채를통해공포분 기를한껏조성하 다.일반

으로 공포 화하면 컴컴한 화면을 떠올리지만,<장화,

홍련>은이와달리 랑계통의화려한색채를소름이

돋는 오싹한 장면에 자주 삽입하 다.이때 아주 짧고

자극 인사운드도함께집어넣어공포는배가되었다.

화의 주무 는 일본식 목재가옥의 집안으로,괴이

한 느낌의 집은 공포분 기를 조성하는 요한 장소이

다.공포를 조장하는 집안은 어두운 조명과 화려한 내

부인테리어로상반되게연출하 다.특히화려한꽃무

늬문양의벽지와고가구를방과복도,주방곳곳에배

치하 는데,이때도높은채도의강렬한색채를사용하

다.등장인물도 마찬가지다.4명의 주인공 은주의

외양이 가장 에띄는데,특히은주는 화 ·반부

와후반부의이미지가매우다르다.앞에서서술했듯이

화 ·반부의 은주는 수미의 환 이고,후반부의

은주는실제모습이다.수미가설정한은주는새엄마의

캐릭터에 맞는 짙은 화장과 원색의 옷차림이나[사진

22],실제은주의모습은차분한색상의바지정장을입

은 수수한 차림이다[사진 23].

사진 22. 사진 23.

이처럼 <장화,홍련>은 다른 공포 화와는 다르게

미술에공을들여시각 효과가매우돋보이는 화이

다.일반 으로 아름다운 배경은 멜로 화에서 떠올리

지만,<장화,홍련>은 이제까지의 공포 화의 고정

념을뒤집고아름다운색채로공포를연출한 화이다.

Ⅲ. 결 론

<장화,홍련>은 최근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라스트

스탠드(2013)>로 호평을 이끈 김지운 감독의 두 번째

장편 화이다.김지운감독은가족간에일어난비극을

공포이미지로그려냈는데,가족의비극은바로엄마와

수연의죽음이고,수연의죽음에수미와은주가개입되

어 있다.무 의 외도는 엄마의 자살로 이어지고,죽은

엄마의 모습을 목격하고 딸 수연도 죽게 된다.수미의

독설을 들은 은주는 기에 처한 수연을 충분히 살릴

수있었지만이를무시하면서수미에게복수한다.수미

는수연의죽음에자신이일조했음을 깨달으며죄의식

을느끼고,수연의죽음을모른채한은주를원망하면

서마음속깊은상처를입는다.상처받은수미는다

인격체의 캐릭터로 수연과 은주로 빙의되면서 가상과

실재 이미지가 서로 뒤섞인다.

화개 당시 객과 평론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

다. 화에 한 호평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무슨

내용인지모르겠다는혹평도더러있었다.흔히<장화,

홍련>은 ‘알고 보면 더 무서운’ 표 화라 회자되는

데,‘알고 보면 더 무서운’의 뜻은 그만큼 화 장면 곳

곳에많은해석을부여할‘무엇’이있다는것이다.본고

는 그 ‘무엇’을 상징,가상,실재 이미지로 나 어 살펴

보고 함축된 의미에 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상징이미지는 ‘꽈리 열매’와 ‘옷장’,‘새장 속

의새’로나 어살펴보았는데,이때‘꽈리열매’는엄마

와 수연의 죽음을 의미하고 ‘옷장’은 엄마와 수연이 죽

은장소로주인공간갈등이시작되는장소이자공포의

상이다.‘새장속의새’는수미와수연두자매를의미

한다.두 번째 가상이미지는 수미가 받은 상처로 화

반부터 후반까지 다수장면은수미의환 속이

야기이다.세번째실재이미지는수연의죽음과 련된

미희와은주의죄의식으로죽은수연이이들앞에실제

로 나타난다.

<장화,홍련>은 한국식 공포 화의 한 경지를 새롭

게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객이 화를 처

음 보았을 때는 모호한 구석이 많고 어느 면에서는 헷

갈리는부분도많을정도로텍스트는균열되어있지만,

화를 꼼꼼히 검토해보면 그러한 균열들은 감독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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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산하에이루어진것임이곧드러난다.즉 화

는 반 (反轉)에 반 을 거듭함으로써 이제껏 국내 공

포 화에서는제 로맛볼수없었던반 의묘미를자

유자제로 구사했다[19]. 김지운 감독은 장면 하나하

나에 공을 들여 스토리와 세트,촬 ,음향,색채 등을

매우치 하게구성해극도의공포감을자극한다.퍼즐

조각을 맞추듯 본고에서 서술한 상징,가상,실재 이미

지와그의미를생각하면서 화를본다면감독이의도

한 공포를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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