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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 아일랜드> 예고편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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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철환

초 록

새로움은 전통의 틀을 활용함과 동시에 극복하면서 태어난다. 대표적인 고전 내

러티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그 시작으로 삼는다. 『시학』은 3막구조, 

미메시스와 카타르시스, 플롯(미토스)과 캐릭터(에토스), 깨달음과 반전 등을 극작

(dramatrurgy)의 근간으로 제시했다. 내러티브의 핵심은 인물을 설정하고, 그들이 

겪는 사건의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때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플

롯이 강조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효과적인 이야기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플롯은 고전 내러티브만이 아니라, 내러티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대 모든 영상

물에서도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시학』 이래 구축된 전통적인 내러티브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플롯 활용의 사례로서, 2011년 칸광고제에서 인터넷영화 부문 수상작인 

<데드 아일랜드>의 예고편(이하 ‘<DI.tr>’로 표기)을 분석한다. 예고편은 보다 많은 

관객 또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광고이다. <DI.tr>은 역할에 충실한 

광고임과 동시에 완성된 내러티브를 가진 3D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본편 게

임과 시공간 배경과 세계관을 공유할 뿐, 전혀 다른 인물들과 사건으로 진행된다. 

그 인물과 사건이 특별한 것만은 아니다. 대신 <DI.tr>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

도 다루지 않은 시간의 개념을 조정함으로써 독특한 플롯 구성을 선보인다. 특히 

비선형적(non-linear)인 구조로 원인과 결과라는 시간적 연계가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배열, 방향, 속도 조정을 통해서 <DI.tr>이 평범한 내러티브를 

어떻게 극복하고, 의미 창출에 도달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와 쇼트분

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영상물의 내러티브가 가질 수 있는 시간 변형의 또 다른 개

념의 존재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시학』의 주요 개념과 함께 주네트(Gérard 

Genette)의 내러티브 연구를 참조한다.

주제어 : 시학, 내러티브, 제라르 주네트, 쇼트 분석, 플롯, 시간의 조정, 시간 

순서, 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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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 말

인간은 음성, 문자, 그림, 동작 등 대부분의 표현 양식에서 내

러티브를 찾는 경향이 있다. 랩슬리와 웨스트레이크는 인간의 내

러티브 지향적 성향에 대해 “내러티브는 여러 문화 형식, 소설, 

영화, 연극, 신화, 회화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삶 자체만큼이

나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1) 무엇에 대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인물에 대해 ‘왜 그렇게 되었을까?’하

며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 역시 내러티브의 진행 방식과 일

치한다. 초기상황(initial situation), 교란요소(perturbative 

element), 사태 격변(peripeteia), 대단원(denouement) 그리고 

최종 상황(final situation)에 대한 궁금증이 내러티브를 형성한

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전달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와 항상 

함께 작용한다.

내러티브를 짧게 정의하면,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의 설

명”이다.2) 보통 내러티브는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인물을 설정하고, 그들이 겪는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알아가는 것이 내러티브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사건의 

배열을 선형(linear) 구조라 한다. 선형적으로 구성된 내러티브

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콩쥐팥쥐

나 신데렐라 이야기에선 계모의 미움을 받은 한 소녀가 동물과 

요정의 도움을 받아 멋진 여자로 거듭나 행복해지는 과정과 결과

가 중요하다. 이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이루는 

요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반면 비선형(non-linear) 구

조에서는 원인에서 결과로 향하는 흐름에 균열이 생긴다. 인과성 

결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갈 수도 있

다. 비선형적인 내러티브의 핵심 질문은 “왜 그랬을까?”이다. 

관객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물과 사건의 근원을 

1) Robert Lapsley·Michael Westlake, Film Theory: An Introduc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p.129.

2)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역, 『영화사전 이론과 비평』, 한나래, 1997,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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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간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플롯(plot)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보다 플롯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쓴 『시학(Poetics)』3)은 이야기 만들기의 정석처럼 간주된다.4) 

예를 들어 3막 구조, 미메시스와 카타르시스, 플롯(미토스)과 캐

릭터(에토스), 깨달음과 반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술한 시점으

로부터 2,350년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방식의 기본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간의 행동을 재현하는 작업, 드라마를 서사

화하는 방법, 즉 효율적인 내레이션(narration)5)이다. 그는 내레

이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플롯을 꼽고, 비극의 영혼(the 

soul of the tragedy)이라 불렀다.6)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을 행

동의 모방이자 사건들의 조직(structure of the incidents)으로 

3) 본문에서 『시학』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판본 구별 없이 챕터 번호와 독

일학자 이마누엘 베커(Immanuel Bekker)가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내며 붙인 

쪽수, 단을 표시한다, 역자들의 주해를 활용하는 경우 따로 출처를 밝힌다. 

다음은 본 연구가 활용하는 2개 영역본과 3개 국역본이다. The Poetics of 

Aristotle, Samuel Henry Butcher(trans&ed.), Macmillanb Company, 1902; 

Aristotle, Aristotle’s Poetics, George Whalley(trans&ed), Qué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7; 김재홍 역, 『시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이상섭 역, 『시학』, 문학과 지성사, 2005; 박정자 편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인문서재, 2013.

4) 티어노는 『시학』을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바이블’로 꼽았다. 박정자는 

막장드라마의 반전과 출생의 비밀도 『시학』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다며 “현

대의 모든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들의 바이블이다”고 주장한

다. 마이클 티어노,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리스토텔레스와 영

화』, 아우라, 2002, p.17; 박정자, 앞의 책, pp.6-14.

5) 서사학에서 서술(敍述)로 변역되는 내레이션은 내러티브 행위와 영화 속 구술

행위를 아우른다. 오몽과 마리는 “내러티브(récit)를 창작하는 허구 또는 실

제 행위”라고 내레이션을 정의한다. 이는 주네트의 구분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나는 (...) 기의 또는 서술의 내용을 이야기(histoire), 엄밀한 의미

로 기표, 서술, 담론, 또는 내러티브 텍스트 자체를 내러티브(récit), 그리고 

서사적 행위의 생산자,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그것이 발생한 곳에서 실제 또

는 허구적 상황의 총합을 내레이션(narration)”이라고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주네트 저서의 영문번역자인 르윈의 의견을 따라 불어 ‘레시(récit)’를 내

러티브로 옮겼다. Jacques Aumont · Michel Marie, Dictionnaire théorique 
et critique du cinéma, Nathan, 2004, p.141; Gérard Genette, Jane E. 

Lewin(trans.),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27.

6) 아리스토텔레스는 제 6장에서 비극의 내러티브를 이루는 6가지 요소로 플롯, 

성격, 언어표현, 생각, 시각적 장치, 노래를 꼽으며, 플롯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Aristotle, 앞의 책, ch.6, 14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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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풀어 말하면, 플롯은 이야기를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사건들의 결합이다.7) 플롯은 평범한 내러티브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인물, 배경이 같은 이야기라도 사건을 재배치하면 완전

히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8) 

본 연구는 폴란드의 테크랜드에서 개발한 비디오게임, <데드 

아일랜드>의 예고편(이하 ‘<DI.tr>’로 표기)을 분석해 내러티

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래 예고편은 태

생적으로 작품과 연결된 내러티브를 갖는다. 작품(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객(소비자)을 관람(구매)하도록 만드는 목적성

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DI.tr>은 성공한 예고편

이다. <데드 아일랜드>는 세계적으로 8백만 장 이상 판매된 흥행 

게임이 되었다. 영상물로서 파급력도 상당했다.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재편집본, 실제 인물들

이 연기한 실사본 등 다양한 <DI.tr>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조회 수는 2015년 7월 23일 현재 3,110만뷰를 돌파했다.9) 

결과적으로 <데드 아일랜드 립타이드>, <데드 아일렌드 에피데

믹>, <이스케이프 데드 아일랜드>, <데드 아일랜드 2> 등 후속편

이 제작됐고, 영화화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DI.tr>은 2011년 

칸광고제에서 인터넷 필름부문 금사자상을 수상한 3D 애니메이션 

작품이기도 하다.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은 <DI.tr>의 독창적인 플

롯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가족의 행복한 휴가

가 좀비들에 의해 처참히 부서지는 <DI.tr>의 이야기는 파괴 본

능, 해방감, 성취욕 같은 게임 <데드 아일랜드>의 내러티브가 제

공하는 감정과 거리가 멀다. 대신 <DI.tr>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내러티브가 줄 수 있는 반전(reversal), 깨달음

(recognition), 카타르시스(katharsis)가 있다. 발단, 갈등, 해

7) 디벨은 “플롯은 주어진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결과에 이르는 의미심장한 사

건들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Ansen Dibell, Plot: Elements of Fiction 
Writing, Writer’s Digest Books, 1988, p.5.

8) 박정자는 플롯이 “얼마나 탄탄한 구조를 갖췄느냐에 따라 스토리의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이완되거나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정자, 앞의 책, p.24.

9) 2015년 7월 23일에 ‘Dead island trailer’로 검색한 <DI.tr> 관련 동영상 7

개의 유튜브 조회수는 총 31,194,231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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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라는 전형적인 비극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롯의 배열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극작에서 시간은 그다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

다. 비극의 사건을 하루라는 기간으로 한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도 없다. 반대로 현대 서사학에서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개

념이다. 본 연구가 <DI.tr>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전통

적인 비극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을 조종한 플

롯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본고는 게임 

<데드 아일랜드>를 소개하는 광고로서가 아닌 독립된 작품으로서 

비극, <DI.tr>에 접근한다. 먼저, 주제, 인물, 사건, 음향효과, 

편집 등을 살펴보면서 <DI.tr>의 내레이션이 제시하는 가능성을 

들여다 본다. 이를 위해 시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네트

(Gérard Genette)의 내러티브 연구를 참조한다. 동시에 쇼트 분

석을 통해 <DI.tr>이 『시학』의 틀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

고, 새로운 의미 창출에 도달하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영화의 내

러티브가 가질 수 있는 시간 변형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의 존재를 

모색한다.

Ⅱ. 기본 구조 : 장르, 구성요소 

일반적인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게임 예고편은 정보

를 전달하는 영상(image), 음악/음향효과(sound) 그리고 문자

(typography)로 구성된다. 영화 예고편이 본편의 영상과 음악/음

향을 주로 활용하듯이, 게임 예고편 역시 게임의 플레이 영상과 

실행음을 사용하고, 그 위에 내레이터의 설명과 언론의 평가가 

텍스트 형태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DI.tr>은 일반적

인 게임 예고편과 다르다. 게임의 내용, 방식, 특징, 언론의 평

가를 알려주지도, 플레이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다. 심지어, 게

임의 주인공도 등장하지 않는다. 게임 <데드 아일랜드>와 

<DI.tr>은 시공간 배경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시점

(point of view) 측면에서도 <DI.tr>은 오픈월드형 1인칭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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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등급,제작,배급사

본편

타이틀

에필로그

페이스북주소

(FPS, First-Person Shooter)게임인 <데드 아일랜드>와 달리, 영

화처럼 시점의 변화가 자연스럽다. 나아가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영화나 게임의 장르는, 리쾨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억-전

(前)지각(pré-perception, paraesensio)-기대’로 이루어지는 상

관관계 위에 형성된다.10) <DI.tr>은 좀비영화들에 대한 기억 그

리고 지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잠재적 소비자의 기대를 자극한

다. <DI.tr>은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질서가 파괴되어 무질서로 

옮겨가는, 좀비영화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더불어 좀

비영화와 FPS게임의 공통분모인 폭력성(violence)도 두드러진다. 

도끼를 들어 흰 비키니를 입은 여자 좀비의 팔목을 자르고, 덤비

는 벨보이 좀비의 목을 쳐내는 잔인한 장면들이 <DI.tr>의 시작

에 붙어 있는 18세 등급표시와 함께 좀비 FPS 애호가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형태다. 

그림 1. <DI.tr>의 구성요소의 순서와 비중

IGN에서 제공한 3분 7초짜리 <DI.tr>11)은 페이드 아웃/인으로 

연결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144초짜리 본편은 분량

10) 폴 리쾨르는 “미래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현전하는 것은 현재의 

기대(attente) 덕분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릴

(praenuntio)’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지각(praenuntion)’을 가지고 있

다. 이처럼 기대는 기억의 유사물이다”고 말한다. Paul Ricœur, Temps et 
récit. Tome I: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Le Seuil, 1983, p.27. 

11) http://youtu.be/lZqrG1bdGtg (검색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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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 위치로 볼 때 <DI.tr>의 핵심이다. 이어 에필로그는 형식

상으로는 본편의 뒤에 붙어 있지만, 본편 앞에 발생한 사건들로 

이뤄져 있다. 지속시간은 16초다. 마지막 부분은 관련 정보들이

다. 동영상이 시작되면 <DI.tr>의 게임등급, 제작/배급사 로고

(14초)가 나오고, 본편 뒤에는 타이틀 로고(7초)가, 에필로그 이

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6초)가 노출된다. 

‘Pegi 18’이 유럽연합의 게임등급임을 모른다면, <DI.tr>이 

비디오게임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 게임 자체와 

일정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DI.tr>은 행복한 가족이 붕괴되는 과

정을 담은 파토스적(the Pathetic) 비극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12) 벨 보이에게 물려 좀비로 변한 딸, 그 딸에게 공격 

당하는 아빠, 그 아빠에게 창밖으로 내팽개쳐지는 딸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은, 시간이 조정된 플롯과 함께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고 흥미를 자아낸다.

 

Ⅲ. 시간의 배열 : 교차편집

캐릭터보다 플롯을 중요하게 여겨야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처럼 <DI.tr>은 인물 묘사보다 사건,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의 배열에 공을 들여 놓았다.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추가된다. 

주네트는 내러티브의 시간적 관계에서 지속(durée)이나 빈도

(fréquence)보다 순서(ordre)를 먼저 이야기 한다.13) 영화에서 

편집은 넓은 의미에서 주네트가 말한 시간교란(anachronie)과 맥

12)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형태를 반전과 깨달음에 의존하는 복합적인 비극

(the Complex), 애상적이고 격정적인 파토스적 비극,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감

정을 바탕으로 한 에토스적 비극(the Ethical), 시각적 요소들이 배제되는 단

순한 비극(the Simple)으로 구분했다. Aristotle, 앞의 책, ch.18, 1456a.

13) Gérard Genette, Figures III, Editions du Seuil, 1972, pp.77-182; 리몬-

캐넌은 순서, 지속, 빈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순서는 첫째, 둘째, 마

지막, 이전 이후 같은 ‘언제?’라는 질문의 답에 관한 진술이다. 지속은 한 

시간, 일년, 오랫동안, 잠깐 또는 X에서 Y까지 같은 ‘얼마 오래?’라는 질문

의 답에 관한 진술이다. 빈도는 일분, 한달, 한쪽에 몇 번 같은 ‘얼마나 자

주?’라는 질문의 답에 관한 진술이다.”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2nd ed.), Routledge, 200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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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순서와 내러티브의 순서가 불일

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 개념만으로는 <DI.tr>의 독창적인 시간 

배열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사건 발생순서와 연대기적 내레

이션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서술자의 예상(anticipation)

이나 회상(rétrospection) 중 어느 것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일 필요는 없지만 사실인 것 같아야 하는 개연성의 규칙

(rule of possibility)에 충실한 덕에 좀비에게 공격당한다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 혹은 필연성에 의해 일어날 수 있

는 일”로 다시 태어난다.14) 자세한 묘사 없이도 인물들은 생생

하다. “모든 인물들을 마치 우리 앞에서 살아 움직이듯 제시”

함으로써 사실처럼 여기게 되는 디에게시스(diegesis)도 완벽하

다.15) 그런데 한 번의 관람으로 <DI.tr>의 이야기를 완전히 파악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건들을 재배열한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DI.tr>은 “비선형 플롯이 지닌 

연대기적인 시간 재배열(뒤섞음)은 반드시 ‘의미’를 창출해야 

하고, 그 시간 축 위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불연속(덜컹거림)은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할리우드 시나리오작가 티

어노의 지적을 옮겨 놓은 사례처럼 보인다.16)

불어 이스투아(histoire)는 영어의 히스토리와 같은 뿌리를 갖

는다. 조사(調査), 조사로 알아낸 지식, 지혜, 증언, 재판관, 탐

구 등을 아우르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ἱστορία)로부

터 온 단어다. 이스투아는 ‘역사’라는 뜻만큼이나 ‘이야기’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더불어 문제나 사건, 학문을 가리키

기도 한다.17) 독어의 게쉬히트(geschichte)처럼 여러 유럽어에서

14) Aristotle, 앞의 책, ch.9, 1451b.

15) Aristotle, 위의 책, ch.3, 1448a2. 디에게시스는 서술된 이야기들이 일어나

는 허구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능한 재현해 보여주는

(showing) 미메시스(mimesis)와 달리, 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telling) 서술의 유형이다. 

16) 마이클 티어노, 앞의 책, 194쪽.

17) 영어, 스토리(story)의 어원도 히스토리아다. 영어에서도 16세기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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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이야기, 역사, 사건, 학문을 아우르는 단어가 존재한

다. 즉 사건-역사-이야기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족이나 다름

없다. 지나온 사건들의 축적이 역사(histoire)라면, 역사는 이야

기(histoire)로 구성된다. 이야기 역시 사건들로 이루어지며, 사

건들의 배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미토스 즉 플롯이다. 플롯

은 현재와 과거의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진다. 현존하는 모든 존

재는 기억과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리쾨르가 말한 ‘과거에-의해-

영향받는-존재(l’être-affecté-par-le-passé)’이다.18) 나아가 

이 존재는 기대와 함께 미래를 구축해 이스투아, 즉 이야기

(story)를 이룬다.

<DI.tr>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3단 구조를 갖추고 

있다. <표 1>은 뒤섞여 있는 <DI.tr>의 사건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의 처음, 중간, 끝에 대한 설명에 맞춰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것

이다. 처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DI.tr>의 에필로그에 해당한다. 

중간과 끝은 본편의 사건들이다. 사건은 13개로 나누어 번호를 

매겼다. 괄호 안은 장소에 따른 신 구분인데, 번호는 <DI.tr>에 

등장하는 순서다. 

히스토리가 이야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박물학(natural history)에서 

볼 수 있듯이, 히스토리는 여전히 학문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18) 폴 리쾨르는 능동적 주체이면서 피동적 주체로 쓰이는 역사에 대해 말한다. 

그에 의하면 기대가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합

당한 사유를 위해서는 승리자와 희생자의 대결이 아닌 과거에-의해-영향받는-

존재의 시원을 추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ul Ricœur, 앞의 책, 1999, 

pp.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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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음

이전 사건과 필연적 관련은 없다.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것으로 연결된다. 

(5. 호텔 앞 길) 

1. 바노이섬 리조트 휴양지에 막 도착한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가 

있다. 

(3. 호텔 방) 

2. 호텔방에 들어서 짐을 풀고 주변을 구경한다. 

(4. 호텔 방 발코니) 

3. 발코니에 카메라를 놓고 기념사진 촬영도 잊지 않는다.

중

간
앞의 무언가를 따르고, 그 뒤에 무언가 잇달아 일어난다. 

(2. 호텔 복도) 

4. 좀비들에게 소녀가 쫓기고 있다. 

5. 다른 좀비들을 제치고 달려 나온 벨보이 좀비가 소녀를 덮친다.

6. 소녀, 벨보이 좀비에게 물린다. 

7. 방문이 열리면 아빠는 비상용 도끼를 들고 나와 좀비들을 

쓰러뜨린다.

8. 아빠가 소녀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다. 

(3. 호텔 방) 

9. 정신을 잃은 소녀를 침대에 눕히고, 엄마 아빠 좀비들과 싸운다.

10. 좀비로 변한 소녀가 아빠 등에 올라타 목을 문다. 엄마는 

좀비들에게 밀려 쓰러진다.

끝
필연적/보편적 법칙에 따라 이전 사건을 잇고, 다른 어떤 것도 

뒤따르지 않는다.

(3. 호텔 방) 

11. 아빠는 좀비로 변한 소녀를 뿌리친다. 

(1. 호텔 앞 잔디) 

12. 소녀는 호텔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떨어진다. 

13. 잔디밭에 쓰러진 소녀의 눈에 평화로운 하늘과 섬의 풍경이 

비친다. 

표 1. 시간 순으로 정리한 <DI.tr>의 사건들

<DI.tr> 내러티브의 새로움은 시간의 배열에서 시작한다. <표 

1>에서 1-3번은 에필로그, 4-13번은 본편, 즉 주요 사건들에 해

당한다. <DI.tr>은 13번 사건으로 시작해 4번 사건과 교차된다. 

13번에서 시작한 사건은 12-11-10-9번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들

과 교차 편집된 4번에서 시작한 사건은 5-6-7번 방향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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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두 사건들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8번 사건에서 만

난다.

그림 2-10. <DI.tr> 14˝- 54˝ 교차편집(좌상단에서 우하단순)

교차편집으로 섞인 두 가지 사건들에는 또 하나의 시간 조정이 

작용한다. 바로 시간의 순서다. <DI.tr>은 13번에서 시작한 사건

들을 시간의 역방향(backward)으로, 4번에서 시작한 사건들은 시

간의 순방향(forward)으로 재생한다. 잔디밭에 쓰러진 소녀가 살

아나는 시간의 역방향 사건과, 좀비에게 쫓기는 소녀를 다룬 시

간의 순방향 사건이 교차되는 형태다.  

Ⅳ. 시간의 방향 : 상반된 의미 

<DI.tr>은 타이틀 쇼트를 제외하고 총 55개 쇼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DI.tr>의 쇼트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편(1. 호

텔 앞 잔디, 2. 호텔 복도, 3. 호텔 방)과 에필로그(4. 호텔 방 

발코니, 5. 호텔 앞길, 3. 호텔 방)는 장소에 따라 각각 3곳으로 

나누었다. 본편과 에필로그에서 가족이 머문 방은 같은 장소이므

로 모두 ‘3. 호텔방’으로 정리했다. 방향은 시간의 방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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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트

장

소

방

향

지속

시간
내용

1 1 역 20″ 눈을 뜨고 풀밭 위에 쓰러져 있는 소녀.

2 2 순 1″ 복도를 뛰는 소녀 시선

3 1 역 2″ 쓰러져 있는 소녀

4 2 순 1″ 달려가는 소녀의 다리

5 1 역 4″ 쓰러져 있는 소녀

6 2 순 2″ 쫓기는 소녀

7 1 역 8″ 눈이 감기며 하늘로 떠오르는 소녀

8 2 순 1″
쫓기는 소녀의 정면, 

뒤편에서 쫓아오는 좀비들

9 1 역 5″
깨진 유리창이 붙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녀

10 3 역 3″ 아빠의 등에 들러붙는 소녀

11 3 역 2″ 등에 매달려 목을 물려는 소녀를 업은 아빠

12 2 순 9″ 쫓는 좀비와 도망치는 소녀

13 3 역 3″ 아빠와 소녀. 쓰려졌다 일어나는 엄마

14 2 순 1″ 도망치는 소녀의 정면

15 3 역 2″ 일어나 싸우는 엄마 

16 3 역 2″ 좀비와 싸우는 엄마와 소녀가 매달린 아빠

17 2 순 2″ 밀치고 돌진하는 벨보이 좀비

18 3 역 2″ 매달린 소녀

19 3 역 3″
아빠에게 매달린 소녀, 

좀비와 싸우고 있는 엄마

20 2 순 1″ 달리는 소녀 

21 3 역 4″
아빠 등에서 침대 위로 옮겨 서는 소녀. 

놀라는 엄마

22 2 순 1″ 달리고 쫓기는 소녀

23 3 역 3″ 좀비가 되어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눕는 딸

24 2 순 1″ 쓰러지는 소녀

25 2 순 1″ 쓰러지는 소녀를 물어뜯는 벨보이 좀비 

26 3 역 2″ 누은 소녀와 칼을 든 채 놀라는 엄마

27 3 역 3″ 꿈틀대기 시작하는 소녀

28 3 역 2″ 왼쪽 어깨에 도끼를 꼽아 넣는 좀비 

미한다. 역에 해당하는 쇼트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순방

향 쇼트에서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른다. 시간은 각 쇼트의 대

략적인 지속시간을 의미한다. 다만 1초 이하의 쇼트들은 편의상 

1초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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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순 1″ 벨보이 좀비 소녀를 끌어당긴다

30 3 역 2″ 여자 좀비 피하며 도끼 잡는 아빠

31 2 순 1″
벨보이 소녀의 다리 물려는데 

호텔 방 문이 열린다

32 3 역 5″
좀비 몸에서 도끼 뽑고, 

비키니 좀비 물리치는 아빠

33 3 역 3″ 손 없는 여자좀비와 싸우는 아빠

34 2 순 1″ 다리를 무는 벨보이

35 3 역 1″ 도끼에 부러진 목을 하고서 일어나는 벨보이

36 3 역 5″ 벨보이 목에서 도끼를 빼는 아빠

37 3 순 1″ 엄마 밀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아빠

38 2 순 1″ 딸에게 다가가려는 아빠

39 3 역 3″ 문에서 물러서는 벨보이 좀비와 맞서는 아빠

40 3 역 4″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벨보이

41 2 순 1″ 문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아빠 도끼 쥔다

42 3 역 5″
벨보이 좀비와 대치중 아빠. 

목에 좀비 손이 둘린다

43 2 순 2″ 아빠 벨보이 좀비에게 도끼로 한방 먹인다 

44 3 역 5″
물린 딸을 일으켜 세우는 엄마,

뒤에서 아빠 문 연다

45 2 순 1″
아빠, 벨보이에게 도끼 한방, 

문 열고 기다리는 엄마

46 3 역 5″
아빠 문을 열고, 

딸은 엄마에게서 아빠로 옮겨진다

47 2 역 4″ 딸을 안은 채 아빠 방문에서 물러난다

48 2 순 2″ 수영복 여자 좀비 손 자른다

49 2 역 2″ 좀비들과 맞서고 있는 딸 안은 아빠

50 2 역 12″
서로 눈을 맞추며 안았던 딸과 

떨어지는 아빠

8″ 타이틀 Dead Island

51 4 순 2″ 손 흔드는 딸

52 5 순 3″ 호텔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엄마

53 3 순 2″ 호텔방에 짐을 내려놓는 아빠

54 4 순 2″ 발코니에서 경관을 바라보는 부녀

55 4 순 8″
카메라 설치하고 손 흔들며 

기념촬영 하는 가족

표 2. <DI.tr> 신, 쇼트 분석 

<DI.tr>의 플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이는 그대로 받

아들여야 한다. 순방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역방향쇼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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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굵은 글씨로 

표시한 <표 1>의 ‘8. 아빠가 소녀의 손을 잡아 끌어안는다’는 

본 <표 2>의 50번 쇼트와 같은 사건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묘사

는 ‘서로 눈을 맞추며 안았던 딸과 떨어지는 아빠’이다. 보이

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다. 

시간의 역전은 단순히 동작이 최초의 형태로 향해 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동작이 품고 있는 의미도 뒤바뀐다. 긍정은 

부정이 되고, 부정은 긍정이 된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남은 헤어짐이 되고, 죽음은 삶이 된다. 소녀의 눈에 비친 풍

경에서 시작하는 <DI.tr>의 시작도 이와 마찬가지다. 원래 떠 있

는 눈은 동작이 정지된, 좀비 소녀의 것이다. 그러나 관객은 아

직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카메라

가 물러나면, 조용히 떴던 눈이 감긴다. 그리고 소녀가 승천한

다. 소녀의 추락이 죽음이라는 비극적이고 현실적인 인상이라면, 

승천은 부활이라는 긍정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시간의 조정은 H.G. 웰즈의 『타임머신』 이래로 인기 있는 소

재다. 이 소설은 자동차와 기차의 등장으로 시간과 거리의 상관

관계에 대한 재계산이 요구되던 때에 발간되었다.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Matière et mémoire)』(1896)을 통해 기억이 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지속(durée) 안에 보존된 과거의 의식이라고 주

장했던 당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는 시간과 운동 

그리고 기록과 기억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다. 영화는 촬

영과 재생 속도를 조절해 시간의 빠르기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편집으로 시간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 또 예측하지 못

한 사건과 상황으로 만들어진 후회와 아쉬움의 순간, 일상에서 

불행으로 분열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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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6. 시간의 역순에 의한 소녀와 아빠의 헤어짐 

<DI.tr>의 본편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 속에 아빠가 내민 손과 

소녀의 손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끝난다.(<그림 11-16>) 순방향과 

역방향의 사건들이 만나는 순간이자, 살아 있는 소녀와 아빠가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이미 좀비에게 물려버린 딸을 구하려

는 아빠의 노력은 간절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력하다. 이후 소녀

는 정신을 잃고 좀비로 되살아난다. 아빠는 좀비가 된 소녀를 뿌

리쳐 창밖으로 밀어버린다. 좀비가 되어 맞은 소녀의 두 번째 죽

음은 그렇게 자신이 막 물어 인간에서 좀비로 변환하기 직전의 

아빠에 의해 만들어진다. 

Ⅴ. 시간의 속도 : 느림의 미학

인간으로서 애틋한 부녀의 헤어짐을 목격한 후, ‘죽음의 섬



412

(Dead Island)’이라는 타이틀 로고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는 

채트먼이 ‘순수묘사(pure description)’라고 부른 정지프레임

(freeze-frame)의 효과를 유발한다. 암전과 함께 내레이션이 완

료되었다고 여긴 관객의 사고가 페이드 아웃되는 헤어지는 부녀

의 이미지에 고정되기 때문이다.19)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의 시간이 다시 

펼쳐진다. 아름다운 생명의 섬에 막 여행 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

을 담은 장면들(쇼트 51-55)이다. 아빠가 비디오카메라로 직접 

찍은 이 시퀀스는 본편의 이미지와 조금 다른 질감을 갖는다. 그

리고 처음으로 작은 시간의 변형인 생략(ellipse)이 등장한다. 

이 짧은 시퀀스는 일종의 회상(analepses)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장면들의 주체는 이미 좀비로 변해버린 상태다. 즉 이 시퀀스

는 회상이 아닌 기록에 해당한다. 가족의 비극을 목격한 여운 위

에 관객은 타임머신을 이용한 것처럼 행복한 가족의 시간을 목격

한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의 6장에서 말했던, 카타

르시스가 발생한다.20) 돌아가고 싶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

극적 시간이 주는 정화이다. 

<DI.tr>의 본편과 에필로그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 뿐

만 아니라 인과 관계의 단절도 존재한다. 기록된 과거이자 행복

한 가족의 이야기인 에필로그와 (시간의 방향과 상관없이) 진행

되고 있는 현재이자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인 본편은 서로 원인

과 결과의 구조로 묶여 있지 않다. 에필로그는 비극 이전에 발생

한 과거 사건이다. 현재에 의해 영향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다. 또 어떠한 좀비의 흔적, 비극의 씨앗도 에필로그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DI.tr>이 활용하는 세 번째 시간의 조정인 속도

가 추가로 작용한다. 

19)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p.75.

20) 엘즈(G. F. Else)는 카타르시스는 비극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 비

극적인 행동에서 표현된 감정이나 정서라고 말한다. 이는 “비극이란 가련함

과 무서움의 사건을 다룬 후 그 같은 감정의 화해로서 그 업무가 완성된 행동

의 모방이다”고 말한 괴테의 의견을 기원으로 한다.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03,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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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에서 활용되는 동영상(moving image)은 

시간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미지의 연속을 움직임으로 

착각하는 시각체계의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움직임은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대성원리가 작용하는 극한의 경우가 아닌 

이상, 일상에서 물리적인 시간은 절대적이다. 반대로 심리적인 

시간은 유동적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지겹

고 괴로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그런데, 카메라는 물리적인 시

간을 심리적인 시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논이 제시한 

역설들에서처럼 시간을 쪼개 확장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늘어난 시간은 자주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시간의 지속(durée)을 변형시킨다는 논의는 이미 주네트가 제

시한 적 있다. 그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중

심으로 내러티브에서 시간의 변형을 논한다. 실제 사건들이 발생

한 시간의 총합이 이야기시간(TH, temps d’histoire)이라면, 내

러티브시간(TR, temps de récit)은 관객에게 보인 시간의 양이

다. 이 두 가지 시간의 지속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주네

트는 내러티브의 지속을 멈춤(pause), 장면(scène), 요약

(sommaire), 생략(ellipse)으로 구분해 이야기시간과 내러티브시

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한다.21) 

멈춤: TR = n, TH = 0, 즉 TR ∞〉TH 

장면 : TR = TH

요약 : TR 〈 TH 

생략 : TR = 0, TH = n 즉 TR〈∞ TH

채트먼은 소설을 바탕으로 한 주네트의 연구에서 확연히 드러

나지 않은 또 다른 시간 지속의 개념을 제안한다. 내러티브시간

이 이야기시간보다 길어지는 확장(stretch)이다(TR 〉 TH). 지속 

21) 수학적 규칙과 같지 않음을 전재하며, 주네트는 ‘∞ 〉’를 ‘무한히 크

다’, ‘〈 ∞’를 ‘무한히 작다’로 정의한다. Gérard Genette, 앞의 책, 

197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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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의 순서도 요약-생략-장면-확장-멈춤으로 바꿔, 장면을 중

심으로 5가지 요소의 시간 길이 비교가 대칭이 되도록 했다. 그

는 <전함 포템킨>(1925)의 오뎃사 계단장면에서 발견되는 중복편

집(overlapping editing) 외에 카메라의 촬영속도가 영사속도보

다 빠를 때 발생하는 이른바 슬로우 모션을 확장의 예로 든다.22) 

<DI.tr>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시간의 조정이다. 

<DI.tr>의 본편에서, 시간의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은 모

두 느리게 진행된다. 역방향 시퀀스의 의미를 강조하듯, 재생시

간(2분 10초)도 순방향 시퀀스(36초)를 압도한다. 길이 외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두 시퀀스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순방

향 시퀀스는 사실감이 핵심이다. 쫓기는 소녀의 숨소리와 슬리퍼 

소리, 쫓는 좀비의 그르렁 대는 소리가 덧붙여진다. 이 추격 시

퀀스는 내재음과 함께 급박한 순간을 강조한다. 어두운 호텔 복

도인 까닭에 그 느낌은 배가된다. 이 순간의 소녀는 위기에 처한 

인간이다. 그녀는 아빠의 구원을 바라며 열린 방문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일반적인 속도와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현실은 긴

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미 좀비가 되어 버린 소녀

와 아빠에게는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에 가깝다. 

반면 역방향 시퀀스의 순간은 이미 끔찍하게 변해 있는 현재

다. 소녀는 좀비가 되었고, 부모들도 좀비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

다. 그러나 현실과 달리 느리게 진행되는 탓에 현실감이 떨어진

다. 낭만적인 느낌의 외재적 음악만 있을 뿐, 비참한 내재적 음

향은 들리지 않는다. 호텔 정원과 호텔 방으로 이어지는 배경도 

포근한 분위기에 일조한다. 마치 샘 페킨파가 <와일드 번

치>(1968)에서 소개하고, 오우삼(<영웅본색>(1986), <첩혈쌍

웅>(1989), <미션 임파서블2>(2000))과 쿠엔틴 타란티노(<킬빌 

1, 2>(2003,04)가 완성시킨 잔인한 순간의 느린 재현이 주는 이

율배반적인 아름다움과 유사하다.23)

22) Seymour Chatman, 앞의 책, pp.67-78.

23) 샘 패킨파의 ‘슬로우 모션 미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테펜 프린

스의 연구를 참조하시오. Stephen Prince, “The Aesthetic of Slow-Motion 

Violence in the Film of Sam Peckinpah”, in Stephen Prin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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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유지되어온 전통적인 내러티브를 옛 것으

로 여겨 차치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DI.tr>의 독특한 내러티브 역시 『시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이처럼 뒤바뀜과 깨달음은 플롯 구성의 두 요소이

고, 나머지 하나는 고통”24)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

럼 비밀처럼 보였던 소녀의 죽음이 좀비들의 공격이라는 깨달음

에 도달하고, 그녀가 공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빠라는 

반전(뒤바뀜)을 선보인다.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의 이전에 자리

했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고통과 함께 관객을 카타르시스로 인

도한다. 3막 구조는 물론이고, 플롯 구성에 대한 고민도 여실히 

드러난다. 고전 내러티브 위에 시간의 조정을 더했을 뿐이다.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에 얽매인 한계

의 산물이라면, <DI.tr>은 규칙을 보다 유연히 적용한 가능성이

다. <DI.tr>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각

적 충격, 자유로운 시간의 조정으로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 있

는 비극의 틀을 넘어선다.25) 시각과 시간의 예술인 영화의 특성

을 내레이션에 충실하게 활용한 결과다. 다른 방향으로 보면, 

<DI.tr>의 내러티브를 구조주의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러시아 형

식주의(Russian Formalism)의 현대적, 시각적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클롭스키(Victor Shklovsky)가 주장한 ‘낯설게하

기(defamiliarization)’와 유사한 현상이 시간의 조정을 통해 

제시한 <DI.tr>의 새로운 내러티브에서 발견된다. 시간의 배열, 

방향, 속도 변형이 관객의 머릿속 스토리 재구성 과정을 방해하

기 때문이다. 즉 <DI.tr>은 주제에 해당하는 ‘무엇을 말하느

Screening Violence, Rutgers, 2000, pp.175-201. 

24) Aristotle, 앞의 책, ch.11, 1452b.

25) 미국의 비디오작가인 빌 비올라(Bill Viola)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미지 실험

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확장된 시간 속에서 

낭만성을 품는다거나, 멀티스크린 또는 스크린과 실연의 상호텍스트적 작용은 

영상 매체 표현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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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보다, 형식에 속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한 작품

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내러티브에 또 다른 문을 열었던 이들이 형식에 집중한 

예는 다양하다. 몽타주 이론을 몸소 실천한 소비에트의 감독들에

서부터 점프컷, 텍스트의 활용, 이미지와 사운드의 충돌, 분절화

한 대사, 기존 예술의 인용, 몽타주시퀀스, 자기반영성 등 장-뤽 

고다르의 스타일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영화 내러티브에 

새로움을 부여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는 비선형적이고 인과

성을 생략한 사건들의 연속과 인물의 내적 정서를 표현하는데 롱

쇼트, 전심초점, 팬과 트래블링을 조합한 카메라워크를 활용했

다. 로버트 알트만은 <내쉬빌>(1975), <숏컷>(1993) 등으로 독립

된 내레이션들이 마술처럼 하나로 얽히는 내러티브 방식을 선보

였고, 이는 폴 토마스 앤더슨,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같

은 감독들에게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영화사에서 일일이 언급

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감독들은 주제만큼이나 내러티브 형식의 

실험을 통해 영화예술의 독창성을 구축했다. 

<DI.tr>의 상영시간은 겨우 3분가량이다. 그러나 여기서 활용

한 시간의 조정 방식은 장편영화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DI.tr>의 교차편집을 이용한 시간 배열이 <메멘토>(2000)에 빚

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26) 이 영화는 살인

사건과 복수라는 평범한 스토리를 플롯의 구성을 통해 독특한 내

러티브로 만들어냈다.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이야기 재구성이라

는 과제를 던져주는 방식도 유사하다. 먼저 두 개의 내레이션이 

교차되어 진행된다. 하나는 이야기의 끝지점에서 출발해 역방향

으로, 또 하나는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정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리고 영화는 이야기의 중간지점에서 두 내레이션이 만나는 것으

26) <DI.tr>의 시작부분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1960)와 라스 폰 트리에

의 <안티크라이스트>(2009)에 크게 기대고 있다. 살해당한 마리온의 눈이 수

챗구멍과 디졸브되는 장면은 쇼트 크기, 각도, 카메라 움직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DI.tr>의 첫 번째 쇼트와 일치한다. 이어 하늘로 올라가는 딸은 <안

티크라이스트>의 프롤로그에서 교차편집과 함께 느린 동작으로 창 밖에 추락

하는 아이 모습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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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난다. <메멘토>는 순방향 사건 시퀀스는 흑백으로 처리해 

역방향 사건 시퀀스와 구분했다. 반면 <DI.tr>는 시간 자체에 집

중했다. 시간의 흐름을 바꾸고, 색깔 변화 대신 역방향 시간 시

퀀스의 지속을 길게 늘여 놓았다. 

시간의 조정이 영화사에서 온전히 새로운 개념인 것은 아니다. 

교차편집, 고속촬영, 역방향재생은 이미 1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이다. 대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특한 내러티브

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주네트가 문학을 분석하며 놓

쳤던 지속의 확장(stretch) 개념을 채트먼이 추가한 것처럼, 

<DI.tr>의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의 변형으로서 ‘방

향(direction)’을 제시한다. 방향은 시간의 ‘순서, 지속, 빈

도’의 개념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문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촬영 후 역재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영화 내러티브

의 독창적인 개념이다. 방향은 시간과 사건이 현재에서 미래로, 

또는 과거에서 현재로 향하느냐를 살핀다. 반대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이전의 시간이나 사건으로 흐르는지 고려한다. 주네트와 

채트먼의 구분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방향은 내러티브시간과 이

야기시간의 진행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개념이다. 우리는 이미 방

향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본 연구의 4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 <DI.tr>의 시간 조정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다. 일반적인 선형 구조였다면 다소 뻔했을 내러

티브가, 시간의 순서, 방향, 속도에 변화를 준 플롯으로 흥미롭

게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영화의 내러티브와 이

미지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화분석 방법론의 일환으로 삼을 수 있

다. 이른바 ‘내러티브-이미지’ 분석 작업은 폭넓은 연구 주제

와 연결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감독이나 장르, 시대, 사조 

등에 적용하면 스타일 규정이나 내러티브 구조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27) 또 관객연구, 인지심리학, 효과이론 등 측면에서 특정 

27) 배리 살트는 쇼트 크기, 지속시간, 기술 발전과 시대적 경향을 통계학적으로 

연결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노철환은 카메라 운용, 미장센, 몽타주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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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대해 시간 조정을 가감할 때 이를 보는 관객의 반응 차

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 한편 이를 편집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플

롯연구에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28)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화

적 내러티브와 시간에 관한 후속 연구 그리고 미처 다루지 않은 

서사학 담론들의 영화 적용에 대한 연구로 연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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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by the Control of the Tim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Trailer for Dead Island

Roh, Chul-Hwan

Aristotle’s Poetics is the earliest work of dramaturgy. It 

explains some of the most important narrative notions, for example, 

Mimesis, Katharsis, Mythos(Plot), Ethos(Character), Anagnorisis and 

Peripeteia. etc. Aristotle considered the plot which is the 

arrangement of events,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drama. This 

paper presents an example of a plot configur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narration used since Aristotle. 

Dead Island, developed by Techland and published by Deep Silver,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ction role-playing survival zombie 

video games. Its trailer, the Winner of Gold Prize for Internet Film 

at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in 2011. Since 

the purpose of the trailer is to attract the audiences/gamers to the 

film/game, it has generally a similer narrative method from its own 

works. But Dead Island trailer is different. 

We treat this trailer as an short animation. It could be a new 

example of the non-linear narrative by the control of the time for 

example, temporal arrangement, direction and speed. We analyse all 

shots of Dead Island’s trailer with Poetics’ rules and with Gérard 

Genette’s some narrative notions for example temporal order and 

duration. Furthermore we look for how to maximize the audiences’ 

curiosity by the adjustment of the time, combined with its shocking 

images.

Key Word : Poetics, Narrative, Gérard Genette, Shot Analysis, 

Plot, Control of the Time, Temporal Order, Temporal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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