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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질 들뢰즈는 프레임을 수많은 하위 세트의 정보를 지닌 닫힌 시스템으로 보았다.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서 
수학적 세계관과 물리적 세계관의 대립은 프레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2차원의 프레임
의 좌표나 변수들이 모여 있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시스템이다. 선형 원근법은 프레임에 소실점, 
수평선 혹은 지평선을 통해서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엄격한 선원근법의 정착은 
프레임 내 소실점을 향한, 즉 내부로 향하는 무한을 그리고 소실점의 반대 방향 즉 프레임의 바깥을 향하는 
무한을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다. 도화지 안에 있는 도형이나 선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도화지 속의 도형과 선 
사이의 공간이 인식된 것이다. 회화에서 원근법의 발전과 같이, 영화에서도 원근법의 적용과 탈 프레임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원근법은 우리의 눈이 실제 관찰하는 광학적 특성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 
세계를 관성,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의 운동과 끊임없는 변화로 보는 물리적 세계관은 프레임의 중심경향성, 
게스탈트적 속성에 주목하게 된다. 우주의 일부를 한정하는 프레임은 분명 프레임과 그 밖을 구분하지만, 결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프레임은 우주 안에 있으며 프레임 밖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야 바깥에 무한의 
정신적인 세계가 있다. 영화는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에 재현하면서 4차원의 시간을 담고 있다. 프레임의 바깥 
즉 시야 바깥이 5차원의 영역인 정신을 담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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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Deleuze, the frame is a closed system with numerous subsets of information. the frame can be 
defined by mathematics and physics. it is a geometric system of equilibrium and harmony with variables 
or coordinates.

like paintings, Linear perspective represents a three-dimensional depth in a two-dimensional plane 
through vanishing points, horizontal lines in the frame. Linear perspective makes it possible to assume 
the infinity towards the vanishing point and the infinity towards the outside of the frame, the opposite 
of the vanishing point. Not only figures and lines in the drawing paper, but also the space between 
the figures and lines in the drawing paper was recognized. that is space, the 3rd dimension.

with the centripetal force and centrifugal force of the frame, frame follow the physical rules of power 
and movement. de framing is against the dominant linear perspective and central tendency of the 
frame. 

The film contains four-dimensional time while reproducing three-dimensional space in two 
dimensions. 

It may be that the outside of the frame, or outside the field of view, contains thought, the fifth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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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질 들뢰즈는 그가 1983년 발간한 책 ‘시네마’를 영화
의 역사학이 아니며,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분류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학과 회화 등 예술과 철
학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시행한 들뢰즈는 지난 영화 
100여 년의 작품성과와 영화 이론의 발전을 통찰하여 
자신의 철학을 펼치는 마당을 마련하였다. 그의 이 책
은 미술의 화가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과학적 
철학적 사고를 미술에 반영하고 영향을 미쳤듯이 영화
감독들 또한 시대의 과학적 철학적 발전을 직간접적으
로 담아왔음을 이 책을 통해서 조명하였다. 영화를 전
공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화학계의 연구성과와 작품
성과에 대해서 보다 학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관점에서 재정리할 기회이며, 다른 관점에
서의 접근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들뢰즈는 이 책에
서 어떠한 사진이나 그림 도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자신이 영화를 보았던 기억도 새로운 영화 읽기이므
로, 그의 기억에 의존한 논리 전개 또한 의미가 있는 작
업이다. 하지만, 그의 연구가 진행되었던 1980년대와
는 다른 영상 환경 시대로서 현재의 조건은 그의 저작
을 단순히 기억과 인상에 의존한 수준의 이해가 아니
라, 더욱 정밀한 서지학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한, 잘못 기억하는 내용에 기반을 둔 프랑스어 저작을 
영어로 옮기고, 또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의 저
작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지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영화연구 환경,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대륙 중심의 영화연구 환경, 문화적 환경의 차이와 
익숙지 않음에 의해서, 그의 저작에 대한 이해를 저해
하는 요소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그의 저작에 대한 미
시적 접근을 통해서, 그가 언급하는 영화의 장면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익숙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풍토 혹은 영화를 만드는 
처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 수학
적 논의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들뢰즈의 저작에 대한 
보다 깊고 실증적인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
업은 또한 질 들뢰즈와 함께 하는 영화 100년의 영화에 
대한 재방문이며, 영화의 탄생과 함께한 과학의 발전, 
수학의 발전, 철학의 발전에 대한 

지적인 여행이기도 하다. 질 들뢰즈의 철학책인 ‘시네
마’를 영화적 텍스트와 이미지학의 입장에서 자세히 읽
어보고자 하지만 철학자의 그것보다는 영화를 만드는 
측면에서 더욱 깊은 영화 이해를 위해 그의 길을 다시 
걸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그가 언급하는 영화들이 
1980년 이전의 영화들로 이천년대의 사람들에게는 40
여 년이 지난 익숙지 않은 영화들이다. 그들이 들뢰즈
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실증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Ⅱ. 프레임(Frame. Cardre)

1. 프레임: 세트 또는 닫힌 시스템
질 들뢰즈는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 수학적 용어와 물

리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프레임을 세트(set, 
ensemble) 또는 닫힌 시스템(closed system)으로 결
정(Determination) 지은 것도 수학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정의이다. 세트는 어떤 조건하에 따라 결정되
는 요소들이 모인 것으로 수학 용어로는 집합(集合)이
다. 이는 우리의 직관이나 상상을 통하여 분명히 인식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모은 하나의 실체이다. 닫힌 시스
템은 물리학적 용어로서 질량이나 에너지의 시스템 내
외 이동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의 시
스템은 분석을 위해서 선택된 물리적 우주의 일부분으
로, 이 일부분인 시스템 밖을 환경(Environment)이라
고 칭한다. 그러므로 우주(universe)보다는 작은 개념
이라 하겠다. 결정 (Determination) 또한 철학적 수학
적, 과학적 개념으로 한정으로 번역되는 예도 있다. 결
정은 철학적으로는 모든 사건은 어떤 원인에 의한 필연
적인 결과라는 인과율 因果律에 따른다는 결정론적 사
고이며, 인간의 자유 의지보다는 유물론이나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한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에는 형이상학이 절대 무한의 실재를 상정하는 경
우, 현실에 나타나는 상대적 유한한 존재물을 무한의 
한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프레임은 우주, 절대 무한의 
일부분인 닫힌 시스템이며 그 안에는 비슷한 요소들이 
모여 있는 세트인 것이다. 

들뢰즈는 프레임을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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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프레임을, 프레임 내 정보의 많고 적음을 살
펴본, 프레임의 정보적 속성, 두 번째, 닫힌 체계로서 프
레임이, 선택된 점으로 이뤄진 좌표들과의 관계 속 혹
은 선별된 변수들과의 관계로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기
하학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가 보는 특질들, 즉 프레
임 내 요소들의 특징들, 세 번째, 시스템 내의 부분들과
의 관계에서, 프레임이 부분과 시스템을 분리하게 시키
는가 아니면 결합시키는 가에 따라서 기하학적이거나 
물리적인가, 즉 우주나 전체, 혹은 무한이 아닌 시스템
과 부분들의 관계에서의 특징들, 네 번째 프레이밍 
framing의 각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2. 정보의 포화와 희박
프레임은 그 자체로 수많은 하위 세트를 가지는 세트

이다. 이러한 하위 세트들은 다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들이 정보이다. 프레임은 정보의 포화
(saturation) 혹은 희박화(rarefaction) 경향을 보인
다. 이는 프레임 내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품고 있는가
에 관한 것이다. 커다란 스크린과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는 이러한 프레임의 정보 포화 경향을 강화해
주었는데, 프레임 내 전경, 중경 후경을 활용하여 프레
임 내 전경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발생하는 동시에 프레
임의 후경에서 중요한 것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띨 수도 
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fe>(1946)[그림 1] 에서 프레드 
대위는 알 중사의 딸 페기와의 만남을 그만두기 위해서 
프레임의 후경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전경에
서는 두 손에 의수를 찬 호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알 
중사는 그 옆에 서 있다. 보통 중요한 것은 화면의 전경
에 그리고 크게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극의 맥락상 
여기서 중요한 일은 프레드가 페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만 만나자고 하는 것이다. 피사계 심도를 활용하여 
딥 포커스 장면을 연출하면서 대각선 구도에서 후경에 
중요한 것을 배치하였다. 나중에 오손 웰즈가 더욱 발
전시킨 딥 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통한 장면 연출에서 이
러한 정보의 포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윌리엄 와일러의 또 다른 영화 <작은 여우들 The 
Little Foxes>(1941)의 92분 38초대[그림 2]에서도 이
러한 깊이감에 바탕을 둔 연출을 볼 수 있는데, 심장마

비로 죽어가는 남편은 전경에 배치되어 있고, 아내는 
후경에서 쳐다보고 있다.

그림 1. <우리 생애 최고의 해>(1946), 2시간 10분 13초대

그림 2. <작은 여우들>(1941), 92분 38초대 

영화 초기의 평면적 연출에서 이러한 깊이에 의한 연
출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2차원 평
면에 3차원 입체 즉 길이(length), 폭(width), 깊이
(depth)의 3차원을 길이와 폭의 2차원으로 환원하는 
원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회화를 
지배하던 원근법은 수학적 기하학적 원근법으로 평면
에 비친 상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수학적 원근법에 따
른 작도는 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과 뒤, 좌와 우,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
(빈 공간)의 구별을 부정하며, 인간은 하나의 고정된 눈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며 그래서 시
야가 구와 비슷한 형체의 형상을 만들어 내며, 인간의 
망막도 평면이 아니라 구형의 형태를 띠어서 가장자리
에 왜곡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1].

들뢰즈는 이러한 수학적 원근법이 아닌 물리적, 광학
적 원근법을 그리고 지배적인 원근법의 채용보다는 원
근법에서 벗어남을 옹호한다. 우리에게 깊이감을 주는 
단서들은 상대적 크기, 중첩, 그림자, 방향, 높이, 표면
결 기울기, 대기 단서, 색채, 선원근법 등이다[2].

게스탈트 심리학적으로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패턴
은 우선 큰 대상과 작은 대상 중에서 큰 대상이 화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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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즉 가까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며, 겹쳐진 물체의 
경우는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앞에 있다고, 화면의 위
아래의 위치를 기준으로는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앞
에 있다고, 마지막으로 선명한 것과 희미한 것에서는 
선명한 것이 앞에 있다고 느낀다. 마지막의 경우는 공
기 원근법이라고도 한다.

앞의 영화가 원근법에 바탕을 둔 구도를 통해서 전
경, 중경, 후경의 영역에 걸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면, 그러한 중심점이 없이 분산된 구도에서도 정보의 
포화는 가능하다.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들에서처럼 여
러 인물이 한 화면에 등장하여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
느 것이 부차적인 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을 띨 때
도 있는데 이 또한 정보의 포화이다. 알트만의 <내슈빌 
Nashville>(1975)[그림 3]에서처럼 전경과 중경, 후경
에서 비슷한 중량의 연기자들이 각각 연기를 펼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객들은 특정 인물에게만 주의를 기울
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혼란스러움이나 번잡
함을 느끼게 되거나 특정 인물에 동일시를 이룰 수 없
게 된다.

그림 3. <내슈빌>(1975), 22분 39초대 정보의 포화

정보가 희박한 이미지는 전체적인 강조가 특정 사물
에 주어지거나 세트(the set)의 특정 하위 세트들 
(sub-sets)이 없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히치콕의 
<의혹 suspicion>(1941)[그림 5]의 빛나는 우유 잔, 
<이창 rear window>(1954)[그림 4]의 건너편 집의 어
두운 창문 안에서 작게 빛나는 담뱃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나머지 화면이 어둡거나 특정 사물이 
강조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정보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사물에 집중하게 된다. 주인공의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 창문 속 어둠 속에서 빨간 담뱃불이 빛
난다. 카메라의 프레임 내에 주인공의 집 창문 프레임
이 보이며 그 안에 건너편 집 창문의 또 다른 프레임이 
있다.

그림 4. <이창>(1954), 85분 3초대

<의혹>에서 갓 결혼한 부부의 아내 리나는 남편이 자
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 남편이 가져다
준 우유에 독이 들어 있을까 봐 경계한다. 이전까지의 
극의 전개에 따라서 아내 리나와 관객들은 그 우유 잔
에 독약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긴장감을 느끼
며 주목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내가 우유를 
마시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림 5. <의혹>(1941), 93분 23초대

프레임 내에서 어떤 하위 세트들이 결여된 경우는 안
토니오니 감독의 영화 속 황량한 풍경이나 오즈의 영화 
속 텅 빈 실내 프레임을 들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희박화의 경우는 프레임을 흑백 혹은 단
일한 색상으로 채우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비어있는 
세트라고 할 수 있다. 히치콕의 영화 <스펠바운드 
spellbound>(1945)[그림 6]에서 투명 유리컵에 담긴 
우유가 마시는 사람의 시선에서 점차 화면을 하얀색으
로 채우고 마침내 전체 화면이 하얗게 변한다. 브륄로 
박사는 칼을 들고 나타난 존에게 약을 탄 우유를 권하
고, 존이 우유를 마심에 따라서 그의 시점에서 화면은 
점차 하얗게 변하고 다음 날로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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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펠바운드>(1945), 75분 32초대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프레임
의 특성상, 희박한 프레임도 포화 상태의 프레임만큼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노엘 버치는 읽어낼 것이 
없는 이미지도 이미지이며 전통적으로 이런 이미지의 
부재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signify’ 구두점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노엘 버치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부재를 영화적 형식에서의 유기체적 변증법이라고 칭
하며 영화에서 구조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3].

페이드 인 하여 화면이 점차 검게 혹은 하얗게 되거
나, 아니면 단번에 검은 화면 혹은 하얀 화면으로 이어
져도 그러한 구두점의 역할을 한다. 고다르의 경우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지된 이미지, 이미지와 이미지의 
부재, 회화작품, 광고,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구두
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4].

이러한 고다르의 교육학 (Godard’s Pedagogy)[5] 
은 프랑스의 1968년 혁명 이후 고다르의 영화에서 두
드러진다. 즉 관음증과 마술의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됨을 의미한다. 고다르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말한 것, 혹
은 언급된 것들 즉 인용 문구, 조크, 슬로건, 포스터, 신
문 헤드라인 등을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제시하거나 이
미지와 사운드가 공존해야 할 때에 텅 빈 공간, 블랙 화
면, 또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대립적인가를 보
여준다. 그렇다고 그가 특정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다. 마르크시즘, 브레히트, 알튀세르의 관점에서 다루
든지 아니면 여성의 입장에서 영화를 풀어나갔다. 학교
의 수업과는 달리, 강요되지 않는 그리고 재미가 있는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의 대립들을 보면서 관람
자의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고다르의 교육방법인 것
이다[6]. 고다르의 <결혼한 여자 The Married 
Woman>(1964)[그림 7, 8]에서는 챕터를 구분하는 블
랙화면에 자막을 쓰고, 여성잡지의 광고, 거리 간판의 

문구, 만화 이미지, 유명 배우의 사진, 책의 일부분 등을 
활용하여 여자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활
용하며, 네거티브 이미지와 평행으로 놓인 이미지를 통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후에 나온 <미치광이 삐에로 Pierrot le 
Fou>(1965)[그림 8]에서도 광고 사진, 팝아트 그림, 만
화 이미지를 구두점으로 활용하고, <중국 여인 La 
Chinoise>(1967)[그림 9]에서는 공산국가의 선전용 
사진을 활용하기도 한다. 

퀸틴 타란티노는 영화 <헤이트풀 8 The hateful 
Eight>(2015)를 비롯하여 그의 많은 영화에서 챕터를 
나누는 블랙화면에 자막을 활용하여 구두점을 만든다. 
고다르의 경우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막을 활용하거
나, 챕터를 나눈 방법이라면, 퀸틴 타란티노의 경우는 
동일 사건을 그 사건에 관여된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사건을 재진술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그림 7. 오른쪽: <결혼한 여자 The Married Woman>(1964), 
36분 37초대, 챕터 구분

왼쪽: <남성 여성 Masculine Féminin>(1966), 24분 27초대, 
자막을 활용한 정보 전달

그림 8. 스틸 이미지를 구두점으로 활용 
왼쪽: <미치광이 삐에로 Pierrot le Fou>(1965), 5분 29초대, 

잡지광고 스틸
오른쪽: <결혼한 여자>(1964), 75분대, 만화 이미지

그림 9. 정지된 이미지 사용
왼쪽: <미치광이 삐에로>(1965), 15분 9초대 회화 이미지 
오른쪽: <중국 여인 La Chinoise>(1967), 21분 39초대 스틸 

사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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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임의 기하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
정지된 사진 이미지로서 프레임은 회화와 사진의 원

리에 따라서 기하학적 균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
은 정지된 것이며 운동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프레
임에는 운동과 변화의 요소들, 즉 물리적 역학의 요소
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프레임 내 프레임 구성, 아이리
스를 활용한 프레임 내의 사이즈 변화, 프레임의 확장
을 통한 변화, 그리고 프레임에 의한 한정과 무한, 우주
와의 관계에서의 확장 등이다.

프레임이 X와 Y 축으로 이뤄진 좌표들로 구성된 닫
힌 시스템이라면 기하학적이고, 특정 변수들로 구성된 
닫힌 시스템이라면 프레임은 물리적으로 된다. 데카르
트는 x, y축이라는 좌표평면을 고안하여 기하학과 대수
학을 결합해서 도형을 수식으로 표시하였다. 기하학적
이라면 점, 선, 면, 도형 공간 등의 모양, 크기, 상대적 
위치를 따지게 되며, 물리적이라면 시공간에서의 힘과 
운동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 프레임은 평행선들과 대각
선들로 이뤄진 공간적 구성이 될 수도 있으며, 이미지 
속의 덩어리들과 선들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의 운동은 불변하게 된다. 즉 운동이 없는 정지된 
것일 수 있다. 칼 드레이어의 <잔 다르크의 수난 the 
Passion of Joan of Arc>(1928)[그림 10]에서도 그러
한 구도상의 균형을 지닌 프레임을 다수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0. <잔 다르크의 수난>(1928)
왼쪽: 34분 51초대, 화면 후경 중심의 프레임 안에 프레임과 

인물의 중요성에 의한 하중을 화면 전경의 좌우에 서 있
는 인물들에 의해서 균형이 이뤄진다.

오른쪽: 69분 21초대, 전경 주인공의 얼굴과 후경의 창틀 모양
의 십자가 간의 균형

안토니오니는 프레임 안에 이미 현장에 존재하고 있
는 또 다른 프레임을 삽입하는 기하학적 개념의 프레임
의 극한에 다다른 경우를 자주 보이는데 특히 <일식 
E‘clipse>(1962)[그림 11]에서는 창문, 문, 창틀, 등을 

활용하여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우를 빈번
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강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 장면에서 이쪽 창문틀을 통해서 건너편 창문에 서 
있는 노파를 보는 장면에서 그러한 극단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프레임은 프레임 내 요소들이 구도상 균형을 
이루어서 운동이 없는 정지된 느낌을 제공한다. 안토니
오니의 이 프레임도 원근감을 제공하는데, 우선 가까이 
있는 대상이 멀리 있는 대상보다 위에 있고, 멀리 있는 
창문의 크기가 가까이 있는 창문 틀 하나의 크기보다 
작게 보임으로써 깊이감이 전달된다.

프레임은 또한 물리적으로 역동적일 수 있다. 즉 변
화의 과정을 담아낼 수 있으며, 프레임은 현재 진행 중
인 역동적인 구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역동적 구축은 
장면들을 채우는 인물들과 물체들, 이미지, 그리고 장면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피스의 아이리스 기법은 얼굴을 우선 분리했다
가 그 얼굴이 있는 배경을 드러낸다. 이것은 프레임을 
채우는 인물과 배경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함을 보여
준다. 그리피스의 <흩어진 꽃잎 broken 
blossoms>(1919)[그림 12]에서 한 여자아이 얼굴을 
아이리스 기법을 사용하여 배경과 분리하다가 점차 화
면이 열리면서 그 여자아이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까지 
보여준다. 아이리스 기법은 <불관용 
intolerance>(1916) 에서도 빈번히 사용되었다. 배경
을 가림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클로즈업
의 효과를 만들어 내며, 아이리스가 열려서 인물을 둘
러싼 배경을 점차 노출하게 된다.

그림 11. <일식>(1962), 99분 20초대, 프레임 안의 프레임, 
기하학적 프레임

프레임은 또한 주제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역동성을 지닌다. 

특정 쇼트의 프레임과 그 쇼트의 대상들 간의 충돌에 
주목한 에이젠슈테인은 서양식 미술 교육은 벚나무 가



들뢰즈의 프레임: 영화제작 관점에서 읽기 533

지 하나를 주면 하얀 종이라는 프레임 가운데에 그 벚
나무 가지를 덩그러니 그려놓는 교육인 반면에 일본식
은 주어진 벚나무 가지 하나에서 다시 네모, 원, 직사각
형의 구도 단위들로 잘라낸 부분들을 그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프레임을 만든다고 보았다
[7]. 즉 자신만의 생각에 따라서 카메라를 가지고 전체
에서 부분들을 추출하는 것이다[8].

에이젠슈테인은 일본의 회화 교육에서 주어진 대상
에 대한 선택적 취사 선택을 통해서, 대상의 부분들로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하위 
프레임들과 몽타주의 결합은 결국 주제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행위이며 이는 주어진 대상만을 그리는 서양의 
그림 교육, 나아가서 카메라 앞에 늘어놓는 대상들을 
촬영하는 공간적 배치를 중시하는 미장센 중심보다는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보았다[9].

그림 12. <흩어진 꽃잎>(1919) 33분 17초대, 인물을 배경과 
분리한 상태에서 아이리스 시작하여 배경 드러냄

이러한 프레임의 역동성은 아이리스처럼 프레임 내
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프레임의 많고 적음, 프
레임의 사이즈에서도 역동성은 드러난다. 

아벨 강스의 <나폴레옹 napoleon>(1927)[그림 13, 
14]은 극적인 클라이맥스에서 ’시각적 아코디언’ 같이 
하나의 스크린에서 세 개의 스크린으로 프레임을 확장
하거나 혹은 3개의 개별적인 프레임을 동시에 펼쳐놓
는다. 그래서 3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가로로 확장된 단
일 프레임을 이루거나 3개의 스크린에 각각의 다른 영
상을 펼쳐놓은 3개의 프레임으로 역동적으로 변주하기
도 한다.

프레임은 또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고정되어 있든 
아니면 변화하는 중이든 프레이밍은 구획 짓기이다. 즉 
현실 일부분만을 틀 내에 담음으로써 틀 내에 담긴 부
분은 한정적이고 제한이 있으며 틀 내에 담기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획 짓기 또한 수학적이거나 
역동적이다. 즉 그 에센스가 고정된 신체 혹은 물질들

의 존재처럼 이미 있던가 아니면 존재하는 신체 혹은 
물질들의 파워가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항구적인 속성이든가 아니면 
주어진 법칙하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인가이다.

들뢰즈는 이것이 고대철학에서 플라톤주의자와 스토
아학파 간의 기본적인 대립이라고 보았다[10].

이것은 곧 세상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운동을 부정하는, 불변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세상
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리학적 즉 변화하는, 운동하는, 
힘, 권력, 동력, 파워 등으로 일컬어지는 파워가 끊임없
이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가의 차이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짝수와 홀수라는 요소가 유한함과 
무한함에 상응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 선과 악, 상징적
인 차원의 상반된 개념으로 감각적인 사물과 이데아의 
관계를 보았다[11].

플라톤은 우주의 형성이 절대 장인의 작품이라고 보
았으며, 이상적인 세계 즉 이데아의 영역을 자연과 현
실 세계로 확장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우주는 신성하고 
불변하는 천체들이며 이들이 일률적인 원운동을 토대
로 움직이지만, 이 원운동 자체는 오히려 이데아만의 
완벽한 부동성에 가깝다고 보았다. 수학은 이데아와 감
각적인 사물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조물주
는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같은 기본적인 기하학
적 형상들을 통해서 피라미드, 육면체, 팔면체, 십이면
체 등 점점 구형에 가까운 형상들을 만들어 내고, 이것
들이 질료 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내고 이 요소들의 조
합에서 관찰 가능한 물체들이 탄생한다고 보았다[12].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처럼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
재를 실체(Substantia)로, 흰색처럼 부수적으로만 존재
하는 실재를 속성(Accidens) 즉 사물에 필연적으로 내
재적이거나 대다수의 경우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단
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구분하였다. 식물, 동
물, 인간 등 자연이란 변화 속에 놓인 객체들의 총체인 
자연을 구성하는 실체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고유의 운
동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생성 소멸하고 움직이는 특징
을 지닌다. 이 자연적 실체의 즉각적인 동적 원인은 영
역의 변화 또는 이동, 질의 변화 혹은 변질, 양의 변화 
혹은 증감, 실체의 변화 혹은 생성과 소멸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어떤 토대 즉 바탕이 되는 질료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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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질료는 변화를 통해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형체
를 갖춘 상태로 전이한다. 토대 혹은 질료가 아무런 형
체 없이 존재하지만, 형체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은 마련
되어 있는 상황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력(Dynamis)
이라고 부르고, 재료가 이미 형체를 취한 상황의 이름
은 활동(Energeia, Entelecheia)이라고 구분하였다. 
조각상을 만드는 조각가의 손에 쥐어진 대리석은 ‘잠재
력’을 지닌 조각상이라면, 이미 완성된 조각상은 ‘활동
“중이라고 본다. 땅이 물, 공기, 흙, 불의 4 원소로 이뤄
졌다면, 우주는 이 4 원소와는 다른 에테르로 구성되어 
에테르가 천제를 생성과 소멸이 불가능한 실체, 즉 영
원한 실체로 만든다. 에테르는 특별한 질료로서 변화, 
생성, 소멸하지 않고 오로지 위치 이동만의 규칙을 따
른다[13].

동력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개
별적인 존재이며 개별적인 존재란 무기력한 이데아와
는 달리 항상 실체여야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을 지니고 활동적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동반하지 않는 유일한 활동은 생각하는 것 즉 
사고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동의 동자는 사유하는 실체
라고 할 수 있다[14].

그림 13. <나폴레옹>(1927) 
왼쪽: 309분 59초대, 단일 스크린
오른쪽: 315분 46초대, 3개의 스크린으로 확장된 프레임

그림 14. <나폴레옹>(1927) 
왼쪽: 315분 56초대, 세 개의 스크린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사용
오른쪽: 326분 31초대, 세 개의 스크린이 각각의 영상을 구성

하여 세 개의 프레임을 구성, 진군하는 군대, 나폴레옹, 
그의 회상이나 생각 속의 조세핀

4. 프레임: 시스템과 부분들
프레임은 시스템과 부분들 간의 관계에서도 기하학

적이든지 아니면 물리적이다. 프레임은 시스템의 부분
들을 분리하기도 하고 하나로 통합시키기도 한다. 

프레임은 점, 선, 면, 곡선, 도형, 부피 사이의 관계, 
크기, 상대적 위치, 공간의 성질 등 기하학적 특징들을 
지닌다.

그리피스의 <불관용>[그림 15]에서 바빌론 성벽을 따
라서 스크린을 수직으로 삼 등분 한 프레임이 나온다. 
성벽 위의 도로에서는 왕의 마차가 달려오고, 성 밖에
서는 공격하는 적들의 마차가 달려온다.

이러한 3등분, 황금분할에 대해 에이젠슈테인은 유기
체적 자연 현상의 성장(growth) 동태적 공식을 정태적
으로 표현한 비율이라고 보았다. 

우리 눈에 완벽한 대칭과 비례를 주어서 아름답게 보
이는 비율을 황금비라 하고 그 비례를 1:1.618로 본다.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의 가로세로 길이는 가로 
8.5cm, 세로 5.3cm인데 이 또한 황금비에 가까운 1 : 
1.603의 직사각형이다. 인간의 신체에 적용할 때는 배
꼽을 기준으로 해서 상체가 1이고 하체가 1.618을 이
상적 비례로 본다. 황금비의 직사각형 안에 다시 황금
비의 직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듯이 신체의 아름다운 비
례는 다시 어깨에서 머리끝까지를 1, 어깨에서 배꼽까
지를 1.618, 배꼽에서 무릎까지 1.618, 무릎에서 발끝
까지 1, 등으로 계속 분해할 수 있다. 황금비가 되는 나
선형도 그릴 수 있다[15].

경복궁 근정전, 석굴암, 부석사 무량수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금강 비 즉 1:1.414와 일본의 백은비도 이
러한 서양의 황금비에 근접한다.

영화에서의 황금분할은 영화 전체 길이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3막, 혹은 5막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고, 프레
임 상에서는 프레임을 수평으로 3등분, 수직으로 3등
분, 혹은 수평과 수직이 결합한 이 중의 3등분으로 구
분할 수 있다[16].

그림 15. <불관용>(1916)
왼쪽: 94분 29초대 수직 황금분할
오른쪽: 98분 33초대 수직 마스킹을 통한 프레임 모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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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드레이어의 경우, 수평선과 수직선, 대칭들, 고저, 
흑백의 교차 등을 탐구하였는데 <오데트 odet>(1955)
[그림 16, 17]의 한 장면의 경우는 좌우 대칭, 흑과 백
의 대비를 보여준다.

프리츠 랑의 영화[그림 18]에서는 흑과 백의 사각형
들이 교차로 배치되는 체스판과 비슷한 패턴이 프레임
을 채우기도 한다. 로버트 비네 등 표현주의 감독들은 
조명을 활용하여 밝음과 어둠, 그림자로 패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회화에서는 이러한 체크 무늬를 통해서 
공간의 벽이나 바닥의 3차원적 특징들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체크 무늬의 활용은 회화에서 원근법의 발전 초
기에서는 간과되었던 공간에 대한 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 원근법에서는 평면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서 물체나 사람 등 대상에만 관심을 두고, 그 대상들이 
존재하는 공간, 즉 하얀 도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
다. 체크 무늬의 크기가 화면의 전면에서는 크고 화면
의 후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를 통해서 대상과 대
상 사이의 공간에도 원근법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서 
원근법은 화면 밖의 영역까지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고, 화면 안으로는 소실점을 향하여 무한히 분할 가
능하게 된다. 즉 그림의 유한성이 공간의 무한성과 연
속성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17].

이러한 임의로 설정된 시점에 중심을 두면서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을 동반하는 참된 중심 원근법의 형성은 
기존의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스노우볼 같은 우주를 상
정하고 신이 우리를 내려다본다는 세계관에서 무한의 
공간, 모든 물체가 있든 없든 존재하는 만물을 모두 수
용하는 자연이라는. 인간의 세계관, 우주관의 변화를 함
유하고 있다[18].

그림 16. <오데트>(1955) 
왼쪽: 104분 19초대, 좌우 대칭과 흑백의 대조
오른쪽: 4분 9초대, 화면의 3분의 2를 차지한 대지

그림 17. <잔 다르크의 수난>(1928) 4분 9초대 반복되는 
창문들과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림 18. 체스판 패턴의 바닥, 사람들의 의상 등에서도 반복 
패턴이 보인다.

왼쪽: <니벨룽겐 Die Nibelungen Siegfried>(1924) 42분 
17초대

오른쪽: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 (1927) 19분 2초대

자연의 거대한 요소인 하늘과 땅을 나누는 선 즉 수
평선, 지평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차원 공간에서는 
만나지 않는 평행선들이 2차원 평면에서는 하나의 점
에서 만나서 소실점을 이룬다. 원근법에서 소실점을 통
과하는 지면과 평행인 선은 관찰하는 눈의 위치에 따라
서 즉 시점의 높이에 따라서 변한다. 지표면에 가까운 
높이에 위치한 시점의 경우, 그리고 먼 위치에서 볼 때, 
그리고 시점의 각도를 위로 올렸을 때, 지평선, 혹은 수
평선은 프레임의 하단에 가깝게 위치한다.

존 포드의 <수색자 the searchers>(1956)[그림 19]
에서 땅은 하늘의 압도적인 힘을 빌려서 프레임 아래쪽
으로 밀려날 듯하다.

<수색자>의 프레임에서 하늘과 대지는 명확한 구분 
선에 따라서 나눠진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러한 자연의 경계선은 물과 땅, 또는 공기와 물을 가르
는 가느다란 선일 수도 있다. 마빈 르로이 감독의 < 나
는 탈옥수 I am a Fugitive from a Chain 
Gang>(1932)[그림 19]에서 그 물은 도망자를 물속에 
숨겨주는 물이지만 폴 뉴먼이 감독 주연한 <스탬퍼 가
의 대결 Sometimes a Great Notion>(1970)[그림 
20]에서의 물은 나무에 깔린 벌목공을 익사시키는 물의 
경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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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덩어리라기보다는 가느다란 선으로 나뉘
어 있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이다.

그림 19. 왼쪽:<수색자>(1956) 14분 10초대 하늘과 땅을 
가르는 지평선

오른쪽: <나는 탈옥수>(1932) 42분 46초대 탈옥수는 갈대 
줄기를 숨구멍 삼아서 물속으로 숨는다

그림 20. <스탬퍼 가의 대결> (1970), 88분 29초대 나무에 
깔린 벌목공이 익사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동료

프레임의 또 다른 물리적, 역동적인 측면은 프레임이 
명확한 선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영역(zones)이나 띠 
모양의 밴드(bands) 같은 명확하지 않은 세트들로 만
들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프레임은 기하학적인 분할
이 아니라, 가장 밝은 것에서 가장 어두운 그것까지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물리적 계조(gradation)의 대상
이다. 이때 세트의 부분들은 강함과 약함의 정도를 지
닌 부분들이 되며, 빛에서부터 그림자까지 전 영역, 명
암 대비의 전 영역에 걸친 부분들이 된다. 

조명의 계조를 이용한 방식은 표현주의 영화들[그림 
21]의 또 다른 특징이긴 하지만, 몇몇 표현주의 감독의 
영화에서는 이러한 계조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된다. 즉 
늪지대 혹은 폭풍우 속처럼, 일출과 일몰, 공기와 물, 물
과 대지 간의 구분이 불가능한 이미지들이 나온다. 무
르나우의 영화 <일출 sunrise>(1927)[그림 22]에서는 
그렇게 경계가 불명확한 이미지들이 나온다. 

미술에서는 이러한 공기와 대기의 영향을 반영하는 
공기 원근법(Sfumato)이 존재한다. 물체의 경계를 뿌
옇게 처리하고 윤곽을 흐리게 하여 실제 같은 거리감과 
깊이를 주는 방법이다[19].

로마의 화가 카라바조(1571-1610)는 물체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측면 광을 활용한 빛과 그림자를 사용
하였다. 카라바조의 이 키아로스쿠로 (Chiaroscuro) 
명암법은 빛의 반사, 흡수, 방사, 그림자, 역광 등을 연
구하여 질감과 촉감, 부피, 나아가서는 정신과 심리를 
회화에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적 명암법으로 17
세기 바로크 미술의 극단적인 질감과 촉감을 표현하는 
도구였다[20].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1599-1660)는 뚜렷한 윤
곽선을 회화 속 물체나 인물에 부여하여 그것들을 선 
안에 가두기보다는, 2차원의 정지된 회화에 운동과 속
도를 재현하기 위해서 운동잔상을 활용하여 회화에서 
물체나 인물의 윤곽선을 구분이 모호하게 희미하게 처
리하였다[21].

영화의 프레임은 1초에 24장의 정지된 이미지이지
만, 하나하나의 프레임에 이러한 운동잔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운동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1초 동
안의 운동을 24개가 아닌, 무한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것
이 정지된 이미지 프레임으로서 영화의 프레임이 가지
는 역설이다. 즉 정지이면서 정지가 아니다.

그림 21. <마지막 웃음 The Last Laugh>(1924) 64분 
49초대 밝고 어둠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밝고 점차 어두워지는 계조로 표현

  

그림 22. <일출>(1927) 물과 공기, 하늘, 대지 간의 경계가 
어둠과 안개 등으로 불분명하다

왼쪽: 85분 24초대, 강
오른쪽: 12분 28초대, 늪지대

  
5. 프레이밍의 앵글과 시점

특정한 하나의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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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느 위치에서 보았는지 즉 관찰한 위치의 시점을 
가정한다. 그 앵글은 지표면의 레벨일 수도 있고,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일 수 있다.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살
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카라바지오, 렘브란트, 베르
메르 등 바로크 화가들의 그림을 참조한 <제도사의 계
약 The Draughtsman's Contract>(1982)[그림 23, 
24]에서 제도사가 구도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근법 
장치가 나온다.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기에 제도사로 불린 화가의 눈이 있는 위치가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장치를 통해서 원근법을 
활용하여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기는 것
이다.

그림 23. <제도사의 계약>(1982) 12분 4초대 제도사의 시점 
위치

그림 24. <제도사의 계약>(1982) 30분대, 원근법을 위한 
그리드(grid)와 그에 바탕을 둔 스케치, 사실주의 
회화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에 화가는 현실의 
3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는 제도사로 불렸다

프레임은 프레이밍의 각도를 가정한다. 프레임이라는 
닫힌 세트는 부분들의 세트 위에서 특정의 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는 시각 체계이다. 즉 그 시점은 첫 번째 세트
를 포함한 첫 번째 프레임을 보여줄 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세트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시점이거나 또는 첫 번
째 세트를 포함하지만,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시점
일 것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시점들을 장 미트리가 분
석한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의 <내가 죽인 남자 The 
Man I Killed(혹은 깨어진 자장가 Broken 
Lullaby)>(1932)의 시작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다[22].

들뢰즈는 이 장면을 대표적인 지각 이미지 
(perception-image)의 사례로 보았다[23].

장 미트리의 경우, 이 장면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상
이군인의 무릎 높이에서 후경에 행진하는 군악대를 보
여주는 쇼트[그림 25]가 소위 말하는 ‘directors point 
of view 감독의 시점’ 이며 감독의 의도하에 의미를 만
들어 내는 total image이라고 보았으며[24]. 그 장면의 
다른 쇼트들[그림 26, 27]이 다큐멘터리 쇼트처럼 실제 
행사를 촬영한 것이라면, 이 쇼트만이 상이군인의 하나
만 있는 다리 사이로 후경에 행진하는 군악대를 찍으려 
의도한 연출된 영상일 수 있으며, 그래서 대상이나 형
태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이 쇼트는 아이러니하
면서 유별난 프레이밍의 한 사례이다[25].

하지만 미트리와 들뢰즈의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은 현
재 남아 있는 영화의 장면과는 조금 다르다[26]. 현재 
남아 있는 영상에서 결여된 것은 다리 하나가 없는 상
이군인이 구경꾼 사이를 헤집고 구경하기 더 좋은 위치
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뒷모습의 트래킹 쇼트이며, 
외발 사이로 본 군악대 다음의 쇼트로 이 상이군인 뒤
에 앉아서 신발 장식과 리본을 파는, 이번에는 두 다리
가 모두 없는 사람이 간간히 이 상이군인 다리 사이로 
퍼레이드를 보는 쇼트이다. 

이 시퀸스에서 결여된 것은 본다/보는 대상 looker/ 
Look at, 정사/역사 shot/reverse shot scheme이 결
여된 것이다. 즉 모두 누군가가 보는 대상으로 프레임
이 구성되어 있으나 누가 보는지, 즉 그 프레임이 누구
의 시점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비정상적이며 의도적
인 그래서 감독의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쇼트는 바로 외 
다리 사이로 군악대를 잡은 프레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27]. 1
차대전 종전 1주년 기념 자막이 나온 다음에 축포를 쏘
는 포 쇼트 2개, 교회의 종 쇼트 2개 다음 5번째 쇼트
는 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늘어선 상황을 중간 높
이에서 보여준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쇼트는 길가에 
다리 하나로 목발에 의지해 서 있는 상이군인의 허벅지 
아래 뒷모습을 화면 전경에 채우고 그 후경에 행진하는 
군악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리 하나를 잃어버
린 군인의 다리 너머의 행진하는 군인들을 지표면에 가
까운 각도에서 보게 된다[그림 25]. 그다음 쇼트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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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에서 소총을 들고 우에서 좌로 행진하는 군인들을 
내려보는 쇼트, 다음은 반대로 즉 좌에서 우로 지나가
는 기병대들을 높은 앵글에서 내려다본 쇼트[그림 26],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기수단을 따라서 도로변에 늘어
선 군인들 머리 뒤편에서 트래킹하는 쇼트, 도로변에 
서 있는 사람들 좌에서 우로 약간 낮은 앵글에서 트래
킹하여 병원 근처라서 조용히 해달라는 푯말에 멈춰서
서 병원 안으로 디졸브 되는 쇼트로 이어진다[그림 27].

그림 25. <내가 죽인 남자(Broken Lullaby)>(1932) 
왼쪽: 5번째 쇼트, 허리 높이, 고정 쇼트
오른쪽: 6번째 쇼트, 지표면에 가까운 낮은 앵글 고정

  

그림 26. <내가 죽인 남자(Broken Lullaby)>(1932) 
왼쪽: 7번째 쇼트, 높은 앵글, 고정 쇼트
오른쪽: 8번째 쇼트, 높은 앵글, 패닝 쇼트

  

그림 27. <내가 죽인 남자(Broken Lullaby)>(1932) 
왼쪽: 9번째 쇼트, 어깨높이, 트래킹 쇼트
오른쪽: 10번째 쇼트, 약간 낮은 앵글, 트래킹 쇼트

  
6. 시야 바깥과 탈 프레임화

시야 바깥(out-of-field)의 프랑스 단어 
‘hors-champ’에 대해서 이윤영은 ‘외화면’으로 번역하
였다. ‘champ’를 ‘영화장’으로 번역하거나, 외화면의 반
대되는 개념은 ‘내화면’으로 번역하였다. 노엘 버치는 
이 단어를 프레임 안에 포함되는 공간에서 눈이 스크린
으로 지각하는 모든 공간으로 정의한다. 영어로는 

off-screen space라고도 보았다[28]. 주은우, 정원은 
이를 ‘시야 바깥’[29] 으로, 유진상은 ‘틀-바깥’[30] 으로 
번역하였다.

회화에서는 부분평면의 원근법이 공간 전체에 대한 
원근법, 그리고 전체 평면의 원근법적 통일을 이루면서 
그림의 화면 밖 공간의 무한성을 인식하게 된다[31].

프레이밍은 회화에서 구도를 잡는 것이나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 회화가 따르던 수학적 원근법을 따르는 것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상이나 물체를 벽면에 비춰
봐서 생기는 그림자를 바탕으로 한 사영 원근법
(projective perspective) 또는 역설적인 앵글과는 다
른 비정상적인 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의도하
는 것을 탈 프레임화 defaming [decadrage]라고 파
스칼 보니체는 개념화하였다. 보니체는 신구상주의 화
가들과 20세기의 팝아트 화가들처럼, 고전적 원근법 중
심에서 화가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위치에서 바라본 
그림이 아니라, 탈권위, 탈중심화된 이미지들을 이 개념
으로 정리하였다. 즉 스노우볼 안의 우주를 스노우볼 
밖 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라는 공간 속의 어느 위치에 있는 시점으로 바라본다는 
유한한 프레임에 대한 인식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용어에 대해서 주은우, 정원은 ‘탈 프레임화’[32] 
로 유진상은 ’탈화면틀‘, ’탈화면잡기‘[33]로, 홍지화는 ’
탈영상배치‘로 번역하였다. 홍지화에 따르면, 이 용어는 
영화 상영 때 피사체가 스크린 위아래로 밀리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이며 심한 경우에는 스크린 위아래로 검은 
띠가 나타나며 즉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구분 선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 용어의 사용처는 의도적으로 일반
적인 영상 배치에서 벗어난 화면이라고 정의하였다
[34].

가장 단순하게는 르네상스 이래 기존의 회화가 취하
였던 원근법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회화 밖 그
림을 그리는 화가의 위치라는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을 탈 프레임화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눈은 시야의 중심에 있는 대상들만을 선명하
게 본다. 인간의 눈의 망막에 있는 중심와는 많은 원추
체 세포를 포함하여 대략 1~2도의 시각도 범위 내에 
있는 것만을 명확하게 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
와 시각(foveal vison)이라 한다. 우리 눈이 한 곳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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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때, 눈의 가장자리에서 보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인
간의 눈은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중심와를 통
해서 보기 위해 끊임없이 안구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러한 안구운동은 안구의 이동범위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 항상 중심에 우선 주의를 기울인다. 하얀 도화지의 
가운데를 보고 있을 때, 좌우나 상하 가장자리까지 이
동하는 최단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35].

원근법도 프레임 중심부의 소실점으로 모든 선이 수
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안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루돌프 아른하임은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하여 중
심화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심화된 이미지에 익
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중심화된 이미지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인다. 탈프레임화는 전통적인 재현의 중심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양식적 의도이거나 이데올로기적 표
현이며, 따라서 프레임 내 대상과 대상의 전통적 관계
를 깨뜨리거나, 한 인물을 프레임으로부터 눈에 띄게 
제외함으로써 외화면 공간을 의식하게 하거나, 인물과 
장소 간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36].

단순한 수와 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도
형이 자연의 숨겨진 법칙을 나타낸다는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기하학적 사고는 르네상스 시대에 수학적 원근
법과 황금비율의 과학적 정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직
관적 지각 판단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37].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성된 인체 
조각상이나 회화 속의 인체 상은 회화에서의 중심 원근
법(central perspective)의 기계적 적용에 의해 그 생
명을 잃고 죽은 것 같은 차가움을 드러낸다[38].

파스칼 보니체는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Diego Rodriguez Velazquez)(1599-1660)의 <시녀
들 Las meninas (La Famillia de FelipeⅣ) >(1656)
[그림 28 왼쪽)] 분석하면서, 그림 속의 인물들의 시선
이 모두 화면 밖 관객의 자리, 즉 자신들을 그리고 있는 
화가로 모두 향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이 화가
의 권력을, 원근법이 빠져나가는 위치, 즉 화면 가운데 
부분의 거울 혹은 액자 속 황제 부부의 모습으로, 군주
와 같은 권력을 지닌 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39].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은 원근법을 따르면서도 또한 
어기고 있다. 오른쪽 천장과 벽은 선원근법을 따라서 
그림 뒤로 갈수록 수렴되어 간다. 그러나 소실점이 명
확하게 뒤쪽의 문이나 액자 혹은 거울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림 속의 인물들은 그림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기보다는 그림의 하단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심부에
는 비어있는 모습이다. 그림 왼쪽에 판넬로 일부 가려
진 데에 서 있는 인물은 화가 벨라스케스로서 뒷면의 
액자 혹은 거울 속의 황제 부부와 비슷한 높이에 위치
하여, 이 상황을 통제하는 화가의 권위를 보여준다.

초창기 사진 카메라를 스케치 도구로 활용하였던 프
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Edgar De Gas)(1834-1917)는 
<증권 거래소의 초상화 (Portraits at the Stock 
Exchange)>(1879)[그림 28 오른쪽]에서 초상화에 인
상주의를 도입한다. 화면 오른쪽의 일부분만 프레임 안
에 들어와 있는 남자의 뒷모습과 그의 손이 사진 촬영
에서의 운동잔상과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시선을 
장면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두게 하고 인물의 일부
분을 자르게 하는 탈프레임화가 이뤄진 것이다[40].

그림 28. 왼쪽:벨라스케스( Velazquez)(1599-1660)의 
<시녀들 Las meninas (La Famillia de FelipeⅣ) 
>(1656)

오른쪽: 에드가 드가(Edgar De Gas)(1834-1917)의 <증권 
거래소의 초상화 (Portraits at the Stock 
Exchange)>(1879)

영화에서 탈프레임화의 사례를 드레이어의 <잔 다르
크의 수난>[그림 29]에서 스크린의 가장자리에 의해서 
잘려져 나간 얼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는 잔 다르크의 얼굴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들, 관중들에게서도 탈프레임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
즈의 사람이 없는 텅 빈 공간, 브레송의 영화 <잔 다르
크의 재판 The Trial of Joan of Arc>(1962)[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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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매치기 Pickpocket>(1959)에서 보이는, 연결
되지 않는 그래서 연속성이 없고 특정한 하나의 공간 
같지 않은 공간들이 탈 프레임화 deframing의 대표적
인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41].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내러티브상의 
이유 등 실제적인 필요를 넘어서고, 따라서 시각적 기
능을 뛰어넘는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즉 단순
히 영화 속의 이야기상, 혹은 공간의 연속성 상 필요한 
용도를 넘어서는 그 프레임만으로 존재가치를 지니는 
것이 되어서, 특정 공간이라기 보다는 무규정적인 공간 
(any-space-whatevers: espace quelconque)이 된
다[42].

그림 29. <잔 다르크의 수난>(1928) 잔 다르크 얼굴의 
탈프레임화

왼쪽: 69분 56초대
오른쪽: 7분 44초대 

브레송의 <잔 다르크의 재판>의 경우, 우리가 흔히 
등장인물들과 공간, 사물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쇼트라
고 할 수 있는 설정 쇼트들이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나 재판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쇼트를 
가지지 못해서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적
이며 파편화된 쇼트들만으로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
는다. 지극히 제한적인 쇼트들을 사용한 것이다[43].

<소매치기>에서도 소매치기하는 손을 중심으로 한 
파편적인 쇼트들로 인해, 특정 역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소매치기라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그림 30. <잔 다르크의 재판>(1962)
파편화된 프레임과 프레임 안의 프레임

시야 바깥(out-of-field[hors-champ]은 단순히 프
레임의 반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각적이고 하나
는 청각적인 두 개의 프레임 상의 불일치도 아니다. 즉 
브레송의 영화에서 사운드가 프레임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비주얼을 복제하거나, 이어주는 
것이 시야 바깥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프 스크
린 사운드를 통해서 다음에 이어질 것으로 등장인물과 
관객의 주의를 유도하거나 혹은 다음에 올 쇼트의 사운
드가 선행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 의
미하는 오프 스크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호수의 란슬로트 Lancelot du Lac>(1974)의 마지
막 부분에서 우리는 숲의 풍경을 보면서 귀로는 말 달
리는 소리,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듣는다. 기사들이 
싸움에 나갔다가 죽거나 화살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시
각적으로는 보지 못한다. 단지 청각적인 신호로 추측하
게 된다. 마지막에 우리는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말
들, 죽어있는 기사들, 나무에 박혀 죽어있는 기사를 보
게 된다. 

시야 바깥은 보여지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
도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야 
바깥의 존재는 프레이밍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가져온다.

앙드레 바쟁은 회화 그림을 담아서 걸어놓은 액자 틀 
즉 프레임은 단순히 회화를 현실에서 즉 회화가 걸려있
는 벽과 회화가 담겨져 있는 틀 내의 세상과 구별할 뿐
만 아니라, 그 회화가 재현하는 현실과도 분리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회화의 프레임의 기본 기능은 회화의 
구도적 특질들을 강조하는 장식적이고 수사학적인 기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미시적 세계 즉 소우
주와 그 그림이 만들어진 자연 세계의 대우주간의 대립
을 만들어 내거나 최소한 강조하는 것이다. 프레임에 
담겨 있는 회화와 그 액자가 걸려 있는 벽 간의 불연속
성과 유사하게, 회화와 현실 간에는 비연속성이 존재한
다. 우리가 회화를 보면, 그 그림 자체에 주목하듯이, 회
화의 프레임은 그림의 내부로 향하는 명상적인 영역으
로 향하도록 내부 지향적이다. 

영화에서 스크린이 곧 영화 이미지의 프레임은 아니
다. 실제로 영화 필름에서 프레임과 프레임의 경계를 
가르는 검은 선은 스크린에 영사될 때 가려진다. 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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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름상의 프레임보다 더 작은 영역이 스크린에 보여
진다. 이 프레임과 프레임을 가르는 선의 영역은 마스
킹(masking: Cache)을 통해서 영사기에서 가려진다. 
스크린의 바깥 경계는 그래서 현실 일부분만을 보여주
는 마스킹 된 부분의 경계들이다. 그림의 프레임은 공
간은 내부로만 향하게 하지만, 스크린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주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프레임은 구심적이고 스크린은 원심적이다
[44][45].

<살인의 추억>(2003)[그림 31]의 포지티브 필름 일
부분과 장면 일부분을 비교하면 더 이해할 수 있다. 포
지티브 필름에서는 우리는 실제 이미지를 둘러싼 검은 
테두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프레임의 선이며, 마스
킹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우
리는 이러한 검은 색 부분을 보지 못하며, 단지 물리적 
스크린의 여백과 이미지만을 보게 된다.

고다르의 <주말 Weekend>(1967)[그림 32]에서는 
영화 필름이 영사기에 잘못 걸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마스킹, 필름 편집 테이프의 
흔적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제 영화를 보고 있다는 
물리적 조건들을 환기시키고, 일상적으로는 의식하지 
않는 프레임의 틀을 주목하게 만든다[그림 33].

들뢰즈는 이러한 바쟁의 프레임에 대한 비유를 채용
하여, 마스킹의 대안으로서 프레임은 때때로 움직이는 
마스크처럼 작용하여, 그 안의 모든 세트들이 하나의 
거대한 동질적인 세트로 확장되어 프레임과 소통하고, 
때로는 하나의 시스템을 분리시키고 그 주변 환경을 통
제하는 회화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그림 
액자가 걸려있는 벽과 액자를 프레임이 분리하듯이 나
누거나, 마치 바쟁의 스크린처럼 밖으로 확장하는 경향
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이중성이 히치콕과 르느와르의 영
화에서 명확하게 표현된다고 보았다. 르느와르에게서 
공간과 액션은 항상 프레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확장하
고, 프레임은 요소들을 그 프레임의 영역 안에서 취한
다. 히치콕의 경우는 프레임이 모든 구성요소를 묶어두
고, 프레임은 그림이나 연극에서의 프레임처럼 작용하
기보다는 다양한 색과 무늬로 만들어진 태피스트리
(tapestry)의 한 프레임처럼 작용한다고 보았다[46].

히치콕의 <이창>의 아파트 단지 공간을 이러한 태피
스트리로 재구성한 영상[그림 34]을 보면 이러한 견해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7]. 즉 히치콕에게서 프레임
은 독립되어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프레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부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 살인의 추억> (2003) 33분 19초대
왼쪽: 영화의 프레임 캡처
오른쪽: 포지티브 상영용 필름 스캔

그림 32. <주말>(1967),37분 31초대, 프레임 사이의 마스킹을 
드러낸 쇼트들과 정상 쇼트, 왼쪽 위 쇼트: 영화 
필름을 붙이는 접착테이프의 흔적도 보인다

그림 33. <결혼한 여자 The Married Woman>(1964) 영화를 
보고 있다. 영화 장치를 환기시키는 영상

왼쪽: 18분 29초대, 왼쪽으로 90도 누운 영상
오른쪽: 62분 50초대, 네가티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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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이창>(1954)의 쇼트들로 구성된 아파트 공간 
tapestry time lapse

  
7. 내화면 공간과 외화면 공간

노엘 버치는 영화의 공간이 두 개의 공간 즉 영화장
에 포함되는 내화면 공간과 영화장 밖에 있는 외화면 
공간(Hors Champ: off-screen space)으로 구분된다
고 보았다. 여기서 내화면 공간은 스크린에서 눈이 지
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한다[48].

그런데 외화면 공간은 6개의 단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각뿔을 가정하면, 스크린의 상,하,좌,우, 스
크린 뒷부분, 그리고 카메라가 서 있는 위치의 뒷부분
이 외화면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5. 외화면의 6개 단면, 스크린의 상,하,좌,우, 스크린 
뒷부분, 그리고 카메라가 서 있는 위치의 뒷부분

노엘 버치는 장 르느와르의 영화 <나나 
Nana>(1926)의 분석을 통해서 장 르느와르가 어떻게 
외화면 공간을 주도적으로 이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나나>에서 쇼트의 절반 이상이 내화면으로의 
등장인물의 입장으로 시작하고 내화면에서의 퇴장으로 
끝난다[49]. 즉 등장인물의 등장 이전에는 사람이 없는 
배경만이 있는 빈 화면이 짧은 시간 존재하며 여기에 
인물이 등 퇴장을 하는 블로킹으로 연기가 펼쳐진다. 
이 경우 외화면 공간은 프레임의 왼쪽과 오른쪽, 그리
고 배경 뒤의 단면, 카메라 뒤의 단면이 주목을 받게 된

다. 노엘 버치는 르느와르 감독이 외화면 공간을 규정
짓는 즉 관객에게 그러한 외화면 공간을 의식하게 만드
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인물의 등 퇴장을 통한 방법, 즉 
프레임의 좌우 나 배경, 혹은 카메라 뒤에서 등 퇴장을 
이루는 방법, 둘째, 등장인물이 프레임 밖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한 방법 여기에는 카메라를 향해 보는 것도 
포함한다. 세 번째, 신체 일부가 프레임 바깥 즉 외화면 
공간에 있는 인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에 일반화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노엘 버치
가 장 르느와르를 주목한 이유는 연극무대를 찍는 듯한 
초기 영화제작에서 오늘날의 영화문법으로의 이행이 
이뤄지는 변환기에 내화면과 외화면 공간을 체계적으
로 이용한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50]. 실제로 이 영
화에서 세트의 구성은 마치 연극무대에 올려져 있는 세
트처럼 좌우로 펼쳐지고 객석을 향한 면은 열려있는 형
태이다. 

<나나>의 45분 43초대[그림 36]의 경우, 등장인물들
이 처음에는 비어있는 프레임의 좌우로 각각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프레임의 좌우 외화면 공간(off-screen 
space)을 규정 짓는다

그림 36. <나나>(1926) 45분 43초대, 하나의 쇼트에서 빈 
화면으로 시작하여, 등장인물들이 프레임의 좌우로 
각각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프레임의 좌우 외화면 
공간(off-screen space)을 규정 짓는다

<나나>에서 58분 39초대[그림 37]의 경우에는, 6번
째 외화면 공간, 즉 배경에 있는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인물들이 들고 나감을 볼 수 있다.

르느와르는 또한 카메라 뒤인 5번째 외화면을 통해
서, 즉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 좌,우로 들락 날락 하는 
방법도 취했다. 63분 58초대[그림 38]의 경우, 텅 빈 
화면에서 등장인물이 카메라 왼쪽 뒤편에서 프레임 인
되어서 연기를 펼치고서는 카메라 오른쪽 뒤편으로 프
레임 아웃되어 다시 빈 화면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카메라 뒤의 외화면 공간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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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게 된다.

그림 37. <나나>(1926) 31분 23초대 나나의 집에서 뮈파 
백작과 나나는 배경에 있는 문으로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즉 배경 뒤의 외화면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그림 38. <나나>(1926) 63분 58초대, 단일한 쇼트에서 빈 
화면으로 시작하여 카메라 뒤에서 등장하고 카메라 
옆으로 퇴장하는 인물

등장인물이 프레임 밖을 보도록 함으로써 관객에게 
외화면 공간을 의식하고 외화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
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면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나나의 하인들이 나나의 행위를 보는 
장면들에서 두드러진다. 96분 37초대[그림 42]에서 나
나의 하인들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프레임의 왼편의 외
화면 공간이 주의를 끈다.

외화면과 내화면에 걸쳐진 신체 일부를 통해서, 혹은 
내화면에 들어오는 신체 일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외
화면 공간을 의식하게 만든다. 

<나나>의 32분 46초대[그림 39]에서 우리는 나나와 
매니저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누군가의 위치에서 
보게 된다. 이어진 쇼트[그림 40]에서 우리는 백작이 나
나와 매니저가 문으로 나간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 손에
는 달걀 컵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백작의 시선이
었다고 추정할려는 순간에 프레임 내로 손이 들어와서 

잔을 요구하고 이어지는 쇼트와 액션 매치로 이어지면, 
매니저와 나나가 어느새 백작 옆에 와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그림 41].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쇼트는 누
구의 시선도 아닌 것이 되고, 나나와 매니저는 기다리
는 백작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이었으며, 백작은 기
다리는 와중에 매니저가 다가와서 달걀 컵을 요구한 것
이 된다. 이러한 불명확한 처리는 아직 고전적 할리우
드 편집기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손을 통해서 우
리에게 외화면 공간을 환기시키고, 누구의 손인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그림 39. <나나>(1926) 32분 46초대, 나나와 매니저가 문으로 
들어간다. 프레임의 왼편으로 향한다

  

그림 40. <나나>(1926) 32분 46초대, 앞의 쇼트 다음의 
쇼트로 단일 쇼트에서 일어난다. 백작은 프레임의 
왼편을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려 한다. 이 시선이 
마치 백작이 나나와 매니저가 걸어가는 것을 
본듯하게 외화면 공간을 의식하게 만든다. 백작이 
만지작거리는 달걀 잔을 달라고 외화 면에서 팔이 
들어온다. 이로써 우리는 외화면 공간에 있는 존재를 
주목하게 된다.

그림 41. <나나>(1926) 32분 46초대, 액션 매치로 세 사람이 
서 있는 쇼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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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나나> 96분 37초대 나나의 하인들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외화면 공간

  
8. 빈 화면

<나나>에서 장 르느와르가 빈 화면(the empty 
screen)으로 등장인물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방법을 많
이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럴 경우,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오즈 야스지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즉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인물이 없는 빈 화면이 존재하
지만, 오즈의 경우처럼 그 빈 화면의 길이가 다양하게 
전개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차이밍량 감독도 이러
한 장면연출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장 르느와르의 
빈 화면보다 상당히 긴 빈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주도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만하다. 노엘 
버치는 오즈의 마지막 무성영화와 첫 유성영화에서 이
러한 빈 화면 전략이 르느와르 이후 처음으로 내화면과 
외화면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고 보았다. 빈 화면이 길
게 지속되면 될수록, 스크린 공간과 외화면 공간 사이
에 더 큰 긴장이 만들어지고 외화면 공간이 내 화면 공
간을 압도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51].

오즈에게서 이런 빈 화면 전략은, 우선, 여운을 주기 
위해서, 다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아
들 the only son>(1936)의 한 장면에서는 남자와 여자
가 술 한잔 하자 하고서는 역시 빈 화면이 등장하고 이
어서 우리는 상당히 술에 취한 남녀를 보게 된다. 그리
고, 앞에서의 긴장 관계를 이완시키는 용도, 다음을 준
비하거나, 앞을 반추해 보게 하는 용도, 다음에 무엇이 
올까에 대해서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다양
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길이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보
통은 3개의 빈 화면, 즉 정물을 연속하여 보여주는 방
법을 취하며, 이들의 길이가 같든지, 아니면, 가운데 쇼
트가 길든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오즈의 <외아들>의 56분 44초대[그림 43]에서 동경
에서 야간학교 선생님을 하는 아들과 섬유공장에서 일
하면서 공장 기숙사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더 욕심

을 가지라고 하는 장면에서 손자의 장난감이 놓여있는 
방 한 귀퉁이를 1분간 보여주는 쇼트[그림 44]가 있다. 
아들과 어머니의 언쟁 후에 긴장을 점차 이완시키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쇼트에서 사운드
는 며느리가 우는 소리에서 점차 다음 날 빨랫줄에 걸
려있는 옷가지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로 변하고 다음 
쇼트[그림 45]를 거쳐서 그 소리의 원천을 보여준다.

그림 43. <외아들>(1936) 56분 44초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는 쇼트 다음에 손자가 자는 모습의 정물 
쇼트로 이어지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림 44. <외아들>(1936) 56분 44초대, 1분간 지속하는 쇼트,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서는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림 45. <외아들>(1936)
왼쪽 쇼트: 시간이 흘러 아침이며, 이부자리가 정리된 것으로 

보아 모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는 계속된다.

오른쪽 쇼트: 펄럭이는 빨래 사이에서 손자를 안은 할머니가 서 
있다.

로베르 브레송의 <사형수 탈옥하다 a man 
escaped>(1956)의 89분 23초대[그림 46, 47]에서 퐁
텐은 교도소 경비를 죽이기 위해서 모퉁이 근처 벽에 
기대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나가 보초를 죽이고 돌아오
기까지 쇼트는 계속 지속하며, 우리는 보초가 걸어오는 
소리를 오프 스크린 사운드로 듣게 된다. 퐁텐이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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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화면의 3분의 2를 
수직으로 가리는 벽에 가려서 우리는 퐁텐이 경비를 죽
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안토니오니 감독도 오즈와 유사한 빈 화면 전략을 사
용하였는데, <어느 사랑의 연대기 Story of a Love 
Affair>(1950) 에서는 60분대에서 2분 30여 초 이상 
진행되는 롱테이크[그림 48]를 통해서 등장인물 2명이 
계속 내화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법으로 외화면 
활용을 극대화한다[52].

안토니오니는 또한 등장인물이 화면에 들어서기 전
에는 그 크기나 위치를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빈 화
면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 사례는 <밤 La 
Notte>(1961)의 32분 16초대[그림 49]에 나온다. 남
편이 긴 의자에 누워서 창문 밖을 쳐다보는데, 이 쇼트
의 리버스 쇼트[그림 50]로 제시되는 것은 커다란 벽면
이다. 이 벽면의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
는데, 곧이어 화면 왼쪽 아래에 아내가 걸어들어온다. 
이로써 우리는 네모난 벽면이 높은 건물의 창문 없는 
거대한 외벽임을 알게 된다. 한 쇼트의 진짜 크기가 쇼
트와 쇼트의 연결이 일어난 이후에 인식되는 시차를 두
고 파악되는 연결의 한 사례이다[53].

그림 46. <사형수 탈옥하다>(1956) 89분 29초대, 하나의 
쇼트로 이뤄진다. 퐁텐이 벽 뒤에 숨어서 경비원의 
걸음 소리를 듣는다. 퐁텐의 독백을 우리는 듣는다. 
퐁텐이 살인을 위해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그림 47. <사형수 탈옥하다>(1956) 89분 29초대, 우리는 
퐁텐이 살인을 하는 동안 고정된 빈 화면을 계속 
보게 된다. 마침내 살인을 저지른 퐁텐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48. <어느 사랑의 연대기> (1950) 60분대, 2분 30여 초 
지속되는 쇼트의 외화면 공간 활용

그림 49. <밤>(1961) 32분 16초대
왼쪽 쇼트: 아내를 기다리며 긴 의자에 누운 남편이 창밖을 

쳐다본다.
오른쪽 쇼트: 앞의 쇼트의 리버스 쇼트, 즉 남편이 보고 있는 

대상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크기도 가늠이 안 된다. 마치 
현대추상미술의 하나처럼 보인다

그림 50. <밤>(1961), 곧이어 같은 쇼트 내에 아내가 걸어 
들어옴으로써 이 벽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건물의 
외벽임이 명확해진다

  

Ⅲ. 맺는말

시야 바깥 즉 외화면 공간은 단순히 영화에서 기술적 
의미의 오프 스크린이 아니다. 노엘 버치도 그렇고 들
뢰즈도 이러한 시야 바깥 영역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규
정한다. 우주를 전체라고 보았을 때, 프레임은 그중 한 
부분 즉 세트만을 한정 짓고 있다. 그 프레임에 해당하
지 않는 나머지 세계는 시야 바깥이며, 이러한 시야 바
깥 또한 무한하다. 프레임으로 규정지어진 세트는 또한 
무한히 많은 하위 세트들로 채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프레임은 무한한 시공간에서의 일부를 한정 짓는 것이
며, 이는 시야 바깥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
다. 시야 바깥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정 프레임
으로 한정된 것은 이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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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다른 세트 즉 시야 바깥을 지시하게 되며, 
쇼트가 바뀌든지 아니면,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프레임이 달라지면,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시야 바
깥의 일부가 보이는 즉 오프 스크린이었던 세트가 보이
는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즉 오프 스크린이 온 스크린 
되는 과정을 교차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전체 우주로서의 내적인 지속을 말한다. 비유적으로 영
화의 디제시스 (Diegesis)을 떠올리게 한다. 

들뢰즈는 회화에서 수학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선원
근법이 어떻게 확고한 도그마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심주의, 권위주의가 
어떻게 탈프레임화되었는지를 고찰하면서, 균형과 조화 
그리고 불변을 가정하는 수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물리
적 세계관 즉 힘이나 파워가 중심이고 변화가 중심인 
세계관으로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프레임 즉 영화가 1
초에 24개의 사진을 찍어내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프
레임이 어떻게 운동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제논의 역설
과 물리적 광학적 발견을 가지고 설명한다. 빛이 입자
라는 과학적 발견, 인간의 시지각 세포에 관한 연구, 운
동잔상에 관한 연구, 사진의 등장은 마치 현재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카메라의 해상도를 픽셀 단위로 이해하
듯이 회화가 세상을 담아내는 데에 있어서 화가들에게 
인상주의 화풍을 가져오게 하였다. 인간과 세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영어의 동사로 비유하자면, be (있다, 이다, 
존재, 불변의 의미 )동사에서 being (있는, 지속의 의
미)'로, 나아가서 becoming(변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영화라는 장치가 등장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길이, 높이, 깊이가 공간이라는 3차원을 다룬다면, 4
차원은 여기에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이다. 들뢰즈는 
여기에 정신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5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프레임 단위로 보자면, 회화와 영화의 
프레임은 깊이와 높이라는 2차원에 3차원의 환영을 부
여하자는 노력의 결과이며, 영화는 운동을, 그리고 그 
운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다루므로 시간의 이미지를 담
아내는 가능성을 지닌 매체이다. 

들뢰즈는 프레임을 다루면서 선원근법이 수학적 세

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나중
에 어떻게 도식적으로 적용되다가 반발을 가져왔는지, 
그 결과 탈프레임화와 프레임의 바깥 영역이 중요성을 
띠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의 성과에 멈
춰있는 연구에서, 현재의 VR, AR, 그리고 360도 영상
과 유튜브와 스트리밍을 통한 일상적인 극단적으로 말
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미지의 소비에 대해서 어
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영화에서의 시네마스코프, 등 
다양한 프레임 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떤지, 지난 영
화 100년의 역사는 운동 이미지의 역사이며, 들뢰즈는 
이러한 운동 이미지가 위기에 다다랐다고 하였는데, 이
러한 진단이 현재도 유효한지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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