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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ior design generally falls behind to architecture in its concept of conservational value as interior designs are

more to the simple style or trend. Therefore, This study aims how the society and the major events in the 1960’s

and individual and group desires are portrayed in movies through the eyes of movie directors, and further how

the concept of spaces and the features of the spaces are displayed.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movies in the 1960’s, especially the expressionism and psychological zeitgeist in

“The Housemaid” directed by Kim Ki-Young that can be logically analyzed, following the signs in the movie.

Secondly, It analyzes the images captured the scenes that best describe the underlying theme of the movie,

revealing the features of the different spaces for different scenes. Moreover, It analyzes the correlation of the

change in value, desire, and space of the time in the 1960’s to see the feature of the spaces in the 1960 are

represented in the movie.

In conclusion, the realistic expressionism movie of Kim Ki-young’s ‘Housemaid’ showing the everyday life of a

family against the background of industrial capitalism reveals the intimate desire of the time with the director’s

perspective on the history. With Mise-en-Scène, we can understand the space structure of the time, the view on

space structure and further the effect of modernization project on urban residential area.

Keywords 1960년대, 김기영, 하녀, 표현주의, 영화와 실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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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에 비해 인테리어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트렌드라

는 인식 때문에 그 보존 가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실물경제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개인 사정, 사회

경제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변화 가능

성은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각종 변수에 따라 소멸되

는 그 자체의 휘발성(volatility)은 인테리어의 보존이나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는데 무척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인테리어의 과거 흔적과 역사

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1960년대 이

전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뉴스, 신문·잡지, 그리고 영


* 이 논문은 2010년도 호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

되었음. [2009-0566]

화 등의 미디어가 필요하다.

이 중 영화는 과거가 잘 보존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당시에는 작가주의 정신에 입각한 세트를

제작하였으며, 실제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건물 안에

서 모든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대표적인 감

독들이 작품의 구성과 씬(scene)의 성격, 전달하려는 메

시지에 따라 가구의 배치 등을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프

레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영화는 당시의 대표

적인 시대상과 새로운 사조나 흐름을 가장 먼저 날카롭

게 표현함으로써 문화를 선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

히려 감독의 시선으로 한번 걸러진 공간을 통해 당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는 전후 복구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로 사회·문화·정치적 격변기였으며, 그로

인해 실내디자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서구적 가치가 우리의 실내 공간에 스며들면서 공간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2호 통권91호 _ 2012.0466

<표 1> 1960년대 시대상황과 한국 영화 현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대 영화들을 분석하고, 그 중

기호화되어 논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표현주의적이고

심리적 영화인 김기영의 하녀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변화와 근대적 욕망, 그리고 공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1960년대 공간의 표

현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영화를 통해서 1960년대의 시대상이나 사회

현상,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이 감독의 시선으로

여과되어 어떻게 공간화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그 공

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연구 방법 및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전후복구의 근대적 시대상에 대한 배

경과 국내 고전 영화들을 장르, 감독, 작가정신-사상, 표

현사조, 표현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적 욕망

이 공간으로 표출된 작품(하녀, 19610)을 선정한다.

둘째, 김기영감독의 사상 및 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 앵글을 통해 보여 지는 표현주의적이고 심리주의적인

시대정신을 살펴본다.

셋째, 표현주의 및 심리주의에 대한 분석적 틀을 만들

고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파악한다.

넷째, 영화 하녀의 신(scene)별로 영화에서 공간적 특

성이 가장 잘 나타나며 기존의 영화 자료 및 문헌을 통

해 영화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추

출(capture)하여 공간별로 분석한다.

2. 1960년대의 시대상황과 영화

2.1. 1960년대 서울과 가족영화

1960년대는 한국과 한국영화의 형성에 있어서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현대성의 시대로 기억된다.

전후 서울의 건축 상황은 전쟁의 복구와 피난민과 월

남인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 공공기관, 원조기관 등에서 추진한 공공

주택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도시 주거 문제 중 특히 대규

모 빈민층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2월 사회부

사회국에 건축과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주택보급

을 시작했다. ‘조선주택영단’은 희망주택, 재건주택, 시영

주택, 후생주택, 부흥주택 등의 이름으로 주택을 공급하

면서 1955년부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였

으나, 근본적인 채택을 강구하지 않고 밀어붙인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강제 이주는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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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기영(1919-98)

야기하는 이유가 되었다.

유현목의 영화 오발탄(1961)에서 주인공 영호의 집은

‘희망주택, 재건주택, 시영주택, 후생주택, 부흥주택’의 어

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게딱지같은 판잣집이

었다.1)

로맨스 빠빠(1960. 신상옥), 박서방(1960. 강대진), 마부

(1961. 강대진), 삼등과장(1961. 이봉래), 서울의 지붕밑

(1961. 이형표), 월급쟁이(1962. 이봉래) 등과 같은 소위

1960년대 ‘가족 드라마’는 시대에 대한 공공연한 발언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 영화들에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은 사회의 축도이자 권력 관계의 반영으로 나타난다. 전

후의 혼란, 부재하는 권련,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회는

가족 이야기를 호명했다. 가족은 위기의 상징이자 미래

의 유토피아를 열어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통스런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가족’이었다.2)

당시 김기영의 하녀를 비롯한 몇몇 영화들은 소위 박

정희의 하향식 근대화 프로젝트의 장밋빛 전망이 안정적

이거나 희망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의식을 내포

하고 있다. 하녀의 경우, 부부가 건설하려고 하는 부르조

아 가정과 주택은 타자(他者)의 개입에 의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간파해 낸다. 즉 1960년대 군

중이 꿈꾸는 스위트홈에의 근대적 욕망은 새로운 양식의

주거공간에서 끔찍한 가상현실로서만 다가온다.

1960년대의 시대상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

그리고 영화로 구분하여 해마다 벌어진 주요 사건이나

이데올로기 등 영향력이 강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영하는 우선 장르별, 감독별로 분류 분석하여 <표 1>로

만들었다. 물론 이 표를 분석하면서 이만희, 유현목, 신

상옥 등 당대를 대표하는 많은 영화감독들이 있었지만,

상기 표를 분석하면서 독특한 장르와 표현 방식으로 시

대와 인간심리를 공간으로 승화시킨 김기영의 하녀를 선

정하게 되었다.

2.2. 김기영과 하녀

(1) 김기영(1919-98)과 형식주의

한국 영화사에서 기인을 이야기

한다면 단연 김기영 감독을 떠올릴

것이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개성적

인 영화작품세계를 보아도 그렇다.

그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욕망의 본

성을 개인 대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끌어내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결론을 제

시한다.

1)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개마고원, 2003, p.103

2) 박명진, 한국영화와 가족 담론, 우리문학연구 16집, p.121

이러한 그의 영화작업의 원동력이 된 심미주의를 영상

화하는 그의 영화는 형식주의 계열의 영화이다. 20세기

사실주의 연기시스템을 제창한 스타니슬라브스키3)의 리

얼리즘 연기론에서 비롯된 행동의 목적에서부터 프로이

드의 심리적 동기까지 끌어들이는 김기영 영화의 형식주

의는 그 나름대로 확고한 스타일을 만든다. 바로 김기영

의 표현주의 작품 세계이다.4)

그의 작품경향은 ‘하녀(1961)’를 분기점으로 ‘10대의 반

항(1959)’같은 리얼리즘 작품과 표현주의적 경향이 짙은

작품류로 나눈다.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의 영향으로

리얼리즘에 탐닉했다는 그는 50년대 당시 사회상황이 너

무 비참하여 당연히 사실적 상황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고 회고한다. 그가 영화에 도입한 표현주의는 심리주의

라고 말할 정도로 프로이드의 이론에 심취한 김기영이

테마의식이 상실된 그 당시 세계영화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그 나름대로 공포 취향의 특별난 영화세계를 창출

한 것이다.

한 때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까지 한 적이 있는 과학적

사고를 가진 김기영은 일상의 사건도 그냥 지나치지 못

하고 하나의 문제를 발견한다. 그의 전환적인 영화 ‘하

녀’는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던 가정부의 주인집 아들 살

해 사건에서 이야길 빌려온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중산가정에 가정부로 일하는 하녀가 주인과 내연의 관계

를 갖게 되고 결국 그의 다섯 살 난 아들을 연못에 빠트

려 죽인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실제의 사건을 ‘하녀’의

소재로 차용한 이 작품은 화녀(1971)와 화녀’82(1982), 그

리고 다시 하녀(2010)로 세 번이나 재제작 되었고, 유사

한 작품 충녀(1972)와 재제작 된 육식동물(1984) 등으로

그 자신의 영화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다. 이 작품들에 대한 세인들의 충격은

내용이 전하는 상식 밖의 비전통적 반윤리적인 사건과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연출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소위

표현주의의 영화가 하녀를 분기점으로 이 땅에 선보인

것이다. 이후 그의 영화의 특색으로 자리잡은 표현주의

의 스타일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몇몇 작품

을 제외하고는 그가 만든 모든 멜로드라마의 미장센 속

에 얼룩져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5)

김기영을 개성있는 한국 영화작가로 대중에게 소개한

작품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녀’이다. 중산층 가정을 파괴

하는 괴기스러운 사건의 소재는 한국의 보수적 사회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조류를 보아도 단연 앞서가는 작품이다.

3) 콘스탄틴 세르게예비치 스타니슬랍스키(1863년-1938년)는 러시아

의 연출가이며 배우이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예술극장(Moscow

Art Theater)을 창립했다. 그가 주장한 연기 기법은 오늘날의 사실

적인 연기 방식의 원조이자 모범이 되었다.

4) 김수남, 영화작가 김기영의 표현주의 작품세계 연구, 영화연구, 11

호, 1996, p.31

5) lbid.,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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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녀(1961)-1960년대 집의 판타지

하녀는 우리 영화사에서 특기할만한 영화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근대화를 통해 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

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국가적 욕망은 이층집을 짓고 경

제적 부와 안정을 누리려는 주인공 내외의 욕망으로 치

환된다.

‘행복한 우리 집’ 판타지는 잡지나 영화에 등장하는 바

로 그런 환경을 갖춘 집이다. 새로 지은 양옥 이층 거실

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다. 베란다에는 당시 부유층 집안

의 장식물 가운데 하나인 새장 대신 다람쥐를 넣은 조롱

이 걸려 있다. 아이들은 아래위층으로 오르내리며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아내는 이제 막 남편을 꼭 닮은 예쁜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여 행복감에 젖어 침대에 누워 있다.

이러한 스위트홈 이미지는 아내가 꿈꾸는 욕망 그 자

체일 뿐 사실은 어딘지 모르게 구멍나고 기울어 있다.

예쁜 딸은 다리를 절고 주방에는 쥐가 돌아다니며 찬장

에는 수입식료품과 함께 쥐약이 저장되어 있다. 하녀는

무식하고 비위생적이며 불손하기 그지없다. 우아하고 교

양 넘치는 아내의 이미지에 가려져 있는 이미지는 억척

어멈의 그것이다. 자상한 어머니의 뒤에는 가족의 비밀

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냉정과 냉혹이 숨

어 있다.6)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나약해진 동식의

모습에서 절대 권력자로서의 가장의 모습은 더 이상 찾

아 볼 수가 없다. 더구나 동식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부인이 10년 동안 재봉일을 해서 마련한 집으로써 가부

장적인 힘의 소멸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식 아내가 지니

고 있는 경제력과 권력을 상징한다. 김기영은 그러나 여

성의 경제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집을 차츰 파괴적인 죽

음의 장소로 변화시킨다.

이처럼 하녀는 1960년대의 산업자본주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변화된 인물들의 심리

를 그만의 독특한 공간 안에서 그리고 있다.

김기영의 영화는 인물의 공포스러운 심리를 개인적 환

경이 아닌 산업자본주의라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찾고 있

다.

3. 표현주의 및 ‘집’의 기호 의미

3.1. 표현주의

(1) 표현주의와 인간심리

하녀는 어두운 조명과 카메라의 역동성으로 독일의 표

현주의 영화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라는 용

6) 문영희, 한국 영화에 나타난 근대와 여성정체성 여성학연구, 제16

권 제1호, 2006, p.239

어는 한국 영화계에서 아주 명확히 사용하지 못한 용어

중의 하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표현주의 운동을 연상한다. 그 대표작

으로 로베르트 비네(Robert Wiene)7)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1919)’을 자주 거론한다.

우리는 예술사적으로 자연주의의 두 반동을 기억한다.

하나는 인상주의(impressionism)요, 또 하나는 표현주의

(expressionism)이다. 자연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인상주의나 표현주의 둘 다 똑같이 입체파나 초현실주

의, 다다이즘과 연관되는 공통성이 있다. 다시 말해 둘

다 주관적인 표현이 특색이다. 인상주의가 전형적인 프

랑스의 현상이고, 표현주의가 전형적인 독일의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인상주의는 다분히 회화적인 용어인 반

면, 표현주의는 시나 드라마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프랑스의 표현주의 영화는 회화적이며 독일의 표현

주의는 문학이나 드라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영의 영화는 프랑스의 인상주의와 독일 표현주의

의 세 번째 부류인 실내극영화의 선상에서 그의 작품세

계가 자리잡고 있다. 즉 김기영의 영화는 인상주의를 강

조하는 표현주의 영화이다. 모든 표현주의가 그러하듯이

인간심리의 과학적 표출의 이론적 근거는 프로이드의 심

리학을 기초로 할 뿐이다.8) 이러한 김기영의 작품세계는

심리주의(psychologism)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김기영의 ‘하녀’와 재제작한 ‘화녀(1971)’를 비교할 때, 가

장과 주변 여자와의 에로틱한 행위를 ‘하녀’의 가정부는

훔쳐보면서 욕정에 젖어드나 ‘화녀’의 가정부는 프로이드

적 심리의 동기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표현주의

배경

->

표 현 주 의

회화

->

표현주의 영화

특성

->

표현주의 영화

‘하녀’ 분석

인상주의

거부

인간의 내

면, 정신,

영혼에 대

한 탐구

중시

표현주의 회화

등의 인접예술

이 추구했던 형

식적 특징 및

가치 투영

-인간심리의 공

간 표현

관습적 인간상에

대한 공간적 탐

구

다리파와

청기사파

의 회화

운동

인간 심리

에 주목

-빛을 통한 명

암의 대비와 그

림자

-건축학적 직선

과 곡선

-빛의 효과와

기하학적 선들

-인간 심리 및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김기영의

표현주의적이고

심리주의적 미장

센 분석

<표 2> 표현주의 특성을 통한 하녀의 분석 과정

김기영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상태를 공간으로 표현한

작가이다. 따라서 그의 하녀는 인간의 심적 작용이 개인

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간적으

7) 로베르트 비네(Robert Wiene 1873-1938), 독일의 시나리오 작가이

자 영화감독. 독일 표현주의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칼리가리스 박

사의 밀실(1919)’을 연출하여 표현주의 영화와 프랑스 전위영화에

영향을 주었다.

8) 김수남, 영화작가 김기영의 표현주의 작품세계 연구, 영화연구 11

호, 199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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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분석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표 2>는 이러한 인간심리를 표현한

표현주의 영화의 특성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인간의

심적 상태의 공간적 표현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과정적

틀로서 정리된 것이다.

(2) 표현주의에 대한 기호학적 특성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일어났던 문화 운동으로 예술을

주관적 현실의 확장으로서 창조하려 했던 경향으로, 표

현에 있어 왜곡과 과장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질세계를 내면적 자아 속으로 투사해 변형시키려는 주

된 수단이 되었다. 이 운동은 부분적으로 부르주아적인

현실 인식과 관습적인 예술에 대한 반동이었고, 또한 물

질세계의 순간적인 인상을 묘사하는 인상주의에 대한 반

응이기도 했다. 표현주의 운동은 회화, 문학, 음악, 영화

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표현주의 화가의 화풍 및

특성

표현주의 영화

영화 포스터 및

영상

영화의 미장센

특성

다리파 -

뒤러,

고흐,

뭉크

1907, 마라의 죽음,

뭉크

칼리가리 박사 포스터

1919,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로베르트 비네

-그로테스크한 미장센;

외적 대상을 내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로 변형

-뒤틀리고 과장된 세트

-무겁고 극적인 그림자

-자연스럽지 못한 공간

배치

-기울어진 카메라 각도

-꺾이거나 평행을 이루

지 못한 선

-동적이고 주관적인 색

채가 짙은 카메라

-부자연스런 의상과 화장

-양식화(stylized)된 연기

-원시성과 근원. 내

면의 창조적 충동

-단순히 인간을 모

사하는 것이 아닌

절망과 정신적인

억압을 묘사

청기사 -

칸딘스키,

프란츠

마르크

1909, 즉흥Ⅲ, 칸딘

스키

-즉흥과 구성

-신비주의적 내적

구조

-칸딘스키의 추상과

마르크의 상징

그 외 -

막스

베크만 1920, Family Picture,

막스 베크만

-도시의 비전

<표 3> 표현주의 회화 및 영화의 특성과 적용 미장센

1919년부터 대략 1933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의 영화

운동으로 외적 대상을 내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로 변형시

켜 표현했는데 그 결과로 그로테스크9)한 미장센이 나타

났다. 이러한 영화 운동을 특징짓는 요소에는 뒤틀리고

과장된 세트, 무겁고 극적인 그림자, 자연스럽지 못한 공

간 배치, 기울어진 카메라 각도, 꺾이거나 평행을 이루지

못한 선, 동적이고 주관적인 색채가 짙은 카메라, 부자연

스런 의상과 화장, 양식화(stylized)된 연기 등이 있다.

원근법, 해부학, 채광, 음영 등의 법칙을 무시하고 선묘

나 윤곽의 선의 표현력을 강조하고, 미묘한 색조보다도

원색을 주로 하는 소수의 강렬한 색채를 채용하여 단순

한 색채 혹은 색면 상호의 대비(對比) 효과를 구한다.

사물의 존재가 부정확하고 점, 왜곡된 선, 그리고 상

징적 기하학 도형 등이 뒤섞인 표현주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비평가들마다 각양각색이다. 초기

의 기호학에 의한 미술작품 분석은 소쉬르의 이원론적

관점(기표-기의)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퍼스의

이론은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기구조주의자들에 의

해 퍼스의 도상, 지표, 상징의 삼위일체 기호체제는 재조

명 받았다.

3.2. 하녀-‘집’의 기호-1960년대 욕망의 공간화

영상은 이미지의 서술적인 나열이면서 동시에 서술적인

현상이 하나의 이미지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에

서 집이라는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인물, 환경, 플롯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보통 집이라는 공간은 배경

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다원화되고 복

합적 내면세계도 포함하고 있듯이 영화 하녀에서의 집은

작품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가진

다.10)

‘집’은 가족을 의미하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재 근거로 작용한다. 이때 ‘집’은 가족이 들어와 주거

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공간’이 아

니다. ‘집’은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집’은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

꾸로 ‘집’이 가족을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집’과 ‘가

족’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론적

의미체계’이다.

김기영의 하녀(1960)의 경우, ‘집’은 활유법(活喩法)의

보조관념이다. 공장에서 여공들을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

하는 음악가 김진규는 이제 막 부르조아의 세계로 진입

하려 한다. 남편의 합창 지도와 아내의 재봉으로 번 돈

은 이들 가족이 2층 양옥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물질적

9)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 20세기의 그로테스크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불

안, 계급대립, 기계문명의 압력, 경제적 궁핍 등의 상황 속에서 폭

발하여, 전통적 미학과 도덕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간주체를 회복하

려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10) 육정학, 영화 <하녀>의 영상이미지를 통한 작품의 표현적 함의,

영화연구 45호, 2010,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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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된다. 이 가족은 부르조아적 가정, 다시 말해 ‘달

콤한 가족(home sweet home)’을 꿈꾸는 공동체이다. 안

방의 침대, 식탁이 있는 부엌,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층

계, 그리고 2층의 작업실과 하녀의 방 등 이 주택의 구

조는 한국 영화가 1960년대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서구

적이고 현대적이며 부르조아적인 공간 설정이라 할 만하

다.11)

1960년대 세계 영화계의 흐름이 주제의식이 상실되고

공백기를 무의미한 영화작업으로 채우고 있을 때 프로이

드 말처럼 역사의 원동력을 인간의 욕망에서 찾듯이 김

기영은 인간의 주체를 해부함으로써 탐구한다.12)

김기영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공간으로 표현한 작가이

다. 따라서 그의 하녀는 인간의 심적 작용이 개인과 개

인, 또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표

현되어지는가 하는 분석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이다.

3.3. 하녀에서 ‘집’의 상징성

2층집-신분상승의 욕망

하녀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2층 양옥집 또는 2층 양옥

집의 내부 공간은 1960년대 남한에 대한 ‘제유’기능을 한

다. 경제성장과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 김기영은 이 욕망

을 음습하고 끈적끈적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포착해 낸

것이고, 이 집은 마치 에이리언처럼 살아 있는 모든 것

을 삼켜버린다. 또는 부르조아를 꿈꾸는 소시민의 욕망

이 불온한 타자(他者)들에 의해 훼손당할지도 모른다는

뿌리깊은 불안감에 대한 감독의 표명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 영화는 분열적이다. 이 가족은, 여공과 하녀와

같은 타자들의 개입에 의해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너무 허약하고 가벼운 가건물(假建物)에 불과하다.13)

남자주인공에게 있어 이 집은, 성실하게 재봉질로 돈

을 버는 아내의 경제력과, 강렬한 섹슈얼리티를 발산해

내는 하녀의 생식력으로 아슬아슬하게 지탱해 나가는 공

간이다. 그런 만큼 집은 욕망의 공간이지만 남자주인공

이 욕망하는 부루조아의 세계는 불안하고 위태롭다.

보통 집이라는 공간은 배경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다원화되고 복합적 내면세계도 포함하고 있

듯이 영화 하녀에서의 집은 작품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가진다.

바슐라르는 집을 ‘모든 것이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

는 꿈의 공간이며 인간 존재의 최초의 지상낙원이다.’라

고 말한다.14)

11) 박명진, 한국영화와 가족 담론, 우리문학연구 16집, pp.115-116

12) 김수남, 영화작가 김기영의 표현주의 작품세계 연구, 영화연구 11

호, 1996, p.45

13) 박명진, 한국영화와 가족 담론, 우리문학연구 16집, p.118

14) 육정학, 영화 <하녀>의 영상이미지를 통한 작품의 표현적 함의,

3.4. ‘하녀’의 실내공간

(1) 실내공간의 작용

하녀의 사건은 먹고 자고 마시는 일로 이루어진 일상

생활과 집단, 즉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실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중

심에는 그들의 직업을 말해주는 커다란 재봉틀이나 피아

노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비좁고 밀폐된 인상을 준다. 공

간이 주는 이러한 인상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실외의 공

간이 점점 차단됨으로써 더욱더 강해진다. 밀폐된 듯한

실내공간은 단지 공간적인 배경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

라, 인물들의 물리적인 움직임과 활동반경을 제한함과

동시에 인물들의 심리적 상태를 규정하거나 반영한다.

즉 비좁은 실내공간은 인물의 악마적인 성적 본능이나

범죄적인 욕구와 같은 기이하고 부조리한 심리 세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15)

뿐만 아니라 ‘인간이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이 다시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말해주고 있듯이, 근대사회의 요

구에 의해 만들어진 실내의 공간적 구조는 인물들로 하

여금 비좁은 실내에서만 맴돌며 자신들의 본능이나 욕구

와 같은 심리적이고 내적인 세계에만 몰두하게 하며, 인

물들이 소시민적인 협소한 사고방식이나 심리를 극복하

지 못하고 파멸하거나 불행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 공간 요소별 상징성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공간 요소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

두 상징적 의미를 띤다. 앵글의 각도나 구성, 가구나 액

세서리 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극의 전개

나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관객이나 대중들에게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

할을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실내디자인을 구성하

는 기본적 요소인 바닥, 벽, 천장, 창과 문, 계단 등과 더

불어 조명, 가구, 장식물 등도 등장인물들 못지않게 많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열린 창이나 문, 그리고 벽은 희

망의 메시지나 분위기에 따라 불행한 결말을 암시한다.

계단은 움직임과 리듬뿐 아니라 상승과 하강의 메타포를

갖는다. 이처럼 영화 속의 공간은 감독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이다.

영화가 비록 초기에는 건축미학에서 많은 미적 경험을

배웠지만 영화의 시각적 특성상(카메라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에 비해 원근감, 프레임, 이동속도, 편집 등) 짧은 기

간 내에 많은 조형적 탐색을 모색했던 까닭에 이제는 거

꾸로 공간에 대한 미적 경험을 더욱 간명하게 축적한 면

도 없지 않다.16)

영화연구 45호, 2010, p.241

15) 김금동, 김기영의 하녀에 나타난 장르 연구, 문학과 영상, 2006,

p.45

16) 최근식, 영화 속에 표현된 실내공간 구성요소를 통한 의미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3호, 2002.8,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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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으로 나뉜 영화의 공간은 각각 인물들의 욕망과 불

안 등과 같은 심리와 무의식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1층

에는 안방과 주방, 그리고 아내가 재봉틀을 돌리는 작업

공간이 있다. 작업실 앞 현관 계단을 통해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으며, 2층에는 계단을 마주하고 방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김진규가 피아노 교습을 하는 방이고 다

른 하나는 하녀의 방이다. 아래 <그림 2>17)는 영화 하

녀의 세트 구조도이다.

<그림 2> 영화 하녀의 2층 세트 구조도

1) 1층 공간

1층의 안방과 식당, 안방에 어색하게 놓여있는 침대는

주인공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고 아내가 재봉틀을 돌리는

일상의 공간이다. 침실과 부엌이 있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물리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이자 동식의 아내가 돈

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재봉틀을 돌려대는 공간

이며,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의 자

리를 확고히 다진 동식아내의 공간이다.

1층은 또한 주인 내외와 하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섹스하고 노동하는 실제 공간을 뜻한다.

2) 2층 공간

김진규에게나 하녀에게나 2층은 남다른 공간을 의미한

다. 2층에는 김진규의 피아노가 있고, 상경한 처녀가 잠

자는 싱글 침대가 있다. 이곳에는 삶의 질곡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일탈적인 섹스’와 ‘예술’이 존재한다. 여공이

김진규와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치는 공간이고, 하녀가

이 장면을 베란다 창문 밖에서 굶주린 듯이 훔쳐보는 공

간이기도 한다. 2층은 성적욕구와 충동을 지닌 하녀가

잠을 자는 공간이자, 그녀의 욕구와 충동의 대상인 동식

17) http://cafe.naver.com/iotlove.cafe?iframe_url=/ArticleRead.nhn% 3F

articleid=2584&

이 일하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그들이 성적충동과 욕

구가 실제로 분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2층은 하녀

의 임신된 태아, 동식의 아들 그리고 하녀 자신과 동식

등 여러 명의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프로이트적

의미에서의 성적충동, 즉 동전의 앙면과도 같은 에로스

(Eros)와 죽음의 충동인 타나토스(Tanathos)가 공존하는

곳이다.18)

3) 계단

영화의 미장센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

는 나무 층계는 여공, 하녀, 주인집 부부 등의 내면에 도

사리고 있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욕망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괴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간에서 수직선은 동선의 움

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 꿈의 실현에 대한 은유

로 영화에서는 표현한다.

이 층계는 신분 상승 욕구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이

다. 이 욕망은 1960년대 시민들 내면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감정구조였으며, 어두운 미로 같은 집의 거실 한

가운데 위치한 1,2층을 잇는 나무 계단은 하녀와 호스티

스와 같은 낮은 지위의 여성들이 품고 있다고 간주되는

계급상승 욕망의 시각적 은유로 전시되다가 그 욕망이

곤두박질쳐 죽음을 맞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19)

4) 조명

조명은 무언가 불안한 사건이 벌어 질 때면 인물들을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비춘다. 조명이 인물의 뒤쪽 위에

서 비추어질 때에서 인물들의 어깨나 머리 위쪽은 밝은

데 반해, 얼굴의 대부분은 그림자가 지고 조명이 인물의

위쪽 옆 그림자가 드리워져 인물에게 기괴하고 공포스러

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곧 벌어질 사건에 대한 불안과 공

포심을 불러일으킨다.

4. 공간의 표현주의 특성

이 영화는 불안이나 공포 혹은 어두운 욕망이나 본능

과 같은 내면적인 것을 드러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극단적인 카메

라 앵글, 흑백의 뚜렷한 대비와 그림자의 효과적 이용

등 표현주의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

는 그만의 독특한 상징이 미장센으로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표 4>로 정리하였다.

18) 김금동, 김기영의 하녀에 나타난 장르 연구, 문학과 영상, 2006,

p.45

19) 김소영, 근대성의 유령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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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캡처 이미지

영화 이미지 분석 표현주의 특성 분석

배경 및 내용 내면적 표현
내면 표현을 위한

미장센
기호적 메시지 구도 및 앵글 표현주의 공간 특성

▪ 피아노방

▪하녀가 치는 피아노의

소음은 남편을 2층으로

부르는 신호와 아내에

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

는 장면

▪구불거리는 벽의 선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능,

집착, 욕망

▪괴기스러운 음정과 불

협화음으로 비정상적

감정과 사건 표현

▪벽; 울퉁불퉁한 재질

(거침, 기괴함)

▪의자, 피아노(신분)

하녀<->피아노 대립

▪시계; 혼란

▪다의적 기표 - 피아

노로 계급에의 도전,

매개체, 사건을 이어

주는 도구, 불안정한

귀족

▪시계들에 의한 연속

적 수평구조와 아내

의 수직적 구조 대립

▪자연스럽지 못한 공간

배치

▪흑백의 대립

▪나무뿌리처럼 얽힌 듯

한 기괴한 벽무늬

▪피아노: 투박하고 거친

소리의 재봉틀 소리와

고상하고 세련된 피아

노 소리의 대립(캐릭터

대비)

영화의 긴장감을 형성

하는 소재

▪피아노를 치는 행위로

신분 상승 욕구와 그

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적 욕망 표현

▪전체 커튼

▪탈: 탈의 기괴하고 의

미심장한 비웃음

▪피아노를 치는 행위가

곧 성행위를 의미한다.

▪커튼 위의 탈처럼 주

인과 아내의 이중성

과 위선

▪관음즘-3인칭-1인칭

으로

▪벽; 수평의 구도

▪연기자들의 뒤통수

를 보여주면서 인간

의 이면

▪탈 : 탈의 기괴함

▪주름진 커튼

▪그로테스크

▪지체 장애를 가진 딸의

피아노 치는 장면을 수

직적 창틀이 보이도록

밖에서 촬영

▪장애를 피아노의 상징

인 부로 치유하려는

근대적 시도

▪다람쥐 우리처럼 갇혀

있는 장애를 가진 답

답한 현실

▪레이스가 달린 식탁보

와 협탁 커버

▪식탁 위 과일바구니

등이 부 상징

▪시계 - 혼란(상상의

암시)

▪액자 - 고정된 틀, 반복

▪수직의 창살

▪공간을 벗어난 제3

자의 시선과 냉소가

담긴 앵글

▪수직적 불안감

▪수직선의 강조로 긴장

감과 불안한 감정을

유도

▪수많은 장식품들 이

방에서 일어날 일들의

복잡함

▪엿듣는 하녀가 욕망을

키우는 장면

▪여공의 유혹을 모방

▪엿보기

▪공간 분할

▪수직적 창살로 긴장

유도

▪조명의 대비로 복잡한

내면 표현

▪신분상승의 비밀

▪성적 욕망

▪신분의 경계

▪수직적 대립 구도

▪페티시적 구도

▪무겁고 극적인 그림자

▪조명으로 남자는 어둡

고 여공은

▪ 계단

▪하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장면

▪욕망의 추락

▪불안하고 기괴함

▪하늘의 뜻-순리

▪사선으로 처리된 부감

앵글

▪마감되지 않은 거친

벽면

▪샹들리에

▪긴장감과 기괴함

▪거친 사건의 발생

▪욕망의 추락을 내려

다보는 부의 상징인

샹들리에

▪뒤틀리고 과장된 사

선 구도

▪부감 처리

▪미닫이문의 열림

▪기울어진 앵글

▪뒤틀리고 과장된 공간

▪꺾이거나 평행을 이루

지 못한 선

▪남자의 잘못으로 하녀

의 악의적 행동 저지를

구걸하는 장면

▪뒤틀린 하녀의 악마성

과 남자의 실수를 무

기로 근대적 신분상승

욕구 표출

▪심판의 위치

▪갈등과 긴장감, 불안감

등을 조성

▪계단 - 불안한 위치

▪갈등의 중심이 되는

계단에서 두 사람의

위치

▪닫힌 미닫이문

▪계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위치가 관계

의 역전 의미

▪기괴함, 아슬아슬

▪닫힌 미닫이문이 탈

출구가 없음을 의미

▪카메라가 두 인물을

내려다보고 남자가

밑에 계단에서 올려

다보는 긴장감과

불안감.

▪꺾이거나 평행을 이루

지 못한 선

▪하녀가 계단 위에서 아

래층을 응시하는 장면

▪은밀함과 비밀스러움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계단참에서 오르는 부

분과 내려가는 부분

모두 표현

▪인물을 난간 사이로

포착

▪은밀함

▪상승과 추락의 갈등

▪계단을 과장되게 크

게 잡아 욕망 강조

▪아래에서 위로 올려

보는 구조

▪과장되고 휘몰아치는

그림자

▪그로테스크

▪동적 주관적

▪하녀의 죽음 ▪욕망의 추락

▪애절함

▪계단의 적층을 통한

높이 과장

▪욕망은 가파르고 추

락은 비참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포즈

▪계단의 가파름이나

높이 강조

▪두 인물의 뒤집힌

운명

▪그로테스크

▪과장된 선들의 연출

▪ 침실

▪부부의 갈등을 보여주

는 장면

▪커튼 뒤에 가려진 두

인물의 물질적 집착과

소유욕

▪높이를 알 수 없는 탐욕

▪주름진 커튼 뒤의 이

중적 인간성

▪높이를 알 수 없는 수

직적 창과 천장

▪도덕·양심적으로 보

이나 뒤에 가려진 내

면

▪창만큼 큰 욕망

▪수직선이 강조

▪아래에서 위로 본

앵글

▪상징적 기하학적인 선

과 도형

▪부인이 재봉틀로 집의

부를 축적함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노동

▪갇혀있는 잠재적 욕망

▪남편의 피아노와 대비

되는 재봉틀

▪반복적인 격자무늬의 문

▪닫힌 공간에서 자신

만의 욕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완벽한 틀과 반복적

노동

▪안정된 삼각 구도

▪재봉틀을 중심으로

격자무늬의 얼개구도

.

▪기하학적 도형

▪흑백의 대비

▪ 공장 음악실

▪주인공이 공장의 여공

들에게 음악을 가르치

는 장면

▪분리된 욕망

▪불안한 공간과 새로운

문명에 대한 경외심

▪높은 천장과 수직선

▪피아노와 수직의 높은

스테인드글라스

▪신문화와 부에 대한

경외심

▪불편한 공간

▪낮은 아이레벨로 높

이 강조

▪삼각형 구도로 피아

노 강조

▪사선의 역할

▪다양한 기하학적 도

형들

<표 4> 공간별 캡처 이미지 및 표현주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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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요 신(scene)을 피아노방, 침실, 계단, 공장 음악

실별로 구분하여 영화 이미지 분석과 표현주의 특성 분

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서구적인 공간은 성급한 근대화에 대

한 오류 가능성의 비판적 성찰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모더니티의 매혹, 근대화의 이상을 환기하기 위한

선택으로도 보인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

나 경제개발계획의 논리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관료제도의 권위에 대

한 도전, 산업사회와 삶의 기계화에 대한 도전이 영화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 상황들에 대한

영화의 표현주의적 재현 방식을 <표 5>로 정리하였다.

표현주의 표현하고자 했던 미장센 이면의 시대상황

독일

표현주의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자유를 위한 항거 : 사상적

으로 초기 독일 표현주의 연극은 일종의 저항극으로써 제1차 세

계대전 이전의 가족제도와 관료제도의 권위, 완고한 사회질서, 종

국적으로 산업사회와 삶의 기계화에 대한 도전으로 탄생.

표현주의

영화 하녀의

표현방식

1. 극의 분위기나 인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극단적인(명암의

대비가 뚜렷한)조명 : 사실적인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무시하

고 비논리적인 조명으로 만들어진 명암대비를 이용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을 묘사

2. 연극같이 과장되고 분명하고도 강력한 제스처 : 행위와 감정

을 추상화시켜 극단적으로 표현

3. 날카로운 기하학적 선을 가지고 있는 극히 비현실적인 미장센

: 형태를 비현실적으로 변형시켜 의식의 저변 표현

4.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카메라 움직임과 화면 구성 :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묘사에 치중하여 카메라의 주관적 시점 도입

하녀의 표현

주의 미장센

내면에 표현

된 시대상황

1. 2층 주택과 가파른 계단 : 장르가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긴장감

과 불안은 대중관객들이 당대에 느끼고 있던 억압적 감정을 해

소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

2. 닫힌 출구, 창살 프레임, 극단적 명암대비, 기하학적 선들 :

4·19에 연이은 5·16, 50년대의 ‘가능성’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좌절’과 ‘추락’의 정서, 상실과 허무의식이 1960년대 영화의 전

의식을 이룬다. 이러한 상실과 허무의식은 무의식적인 공포와

불안을, 나아가 출구도 없고 아무런 전망도 없이 표류해야 했

던 1960년대의 음울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

3. 서구적 실내공간 :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관료제도의 권위에 대

한 도전, 산업사회와 삶의 기계화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군사정

권의 한국적 근대화 프로젝트 표방.

<표 5> 시대상황의 표현주의적 재현 방식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는 역사적인 사료와 자

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기초 연구로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과거 한국영화미술을 돌아보고 현재 실내디자인

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재조명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학술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김기영의 하녀를 통해 한 가족의 일상과 산업자

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리얼리즘적 표현주의 영화에서 작

가의 시선으로 본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 인식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당시의 실내공간이 시대의 욕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욕망은 모방에

서 출발하고 이 욕망을 공간에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주

의적 방법은 근대화라는 국가주의적 담론과 결합되어 새

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근대 가정의 서구적 전환이 그로

테스크하게 표현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된 ‘잘 살아 보세’라는

이데올로기는 도시 인구증가와 핵가족화로 역동적 공간

구성과 재현을 재촉했지만, 영화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의 표현주의처럼 1960년대의 허무의식, 소통불가능성, 시

대가 안고 있는 불안과 불구현상, 성적 관계의 불안정성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시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의해 도시의 주거공

간은 위계적으로 분리되어 사회적 신분과 욕망을 나타내

는 대표적 소비상품이 되었으며, 서구가 수백 년 동안

이룬 과정을 단시일에 압축하고 강도 높게 공간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내면은 일그러질 수 있음을 표현주의적

수법에 의해 알 수 있다.

넷째, 미장센을 통해 작가의 표현주의적 공간관은 물론이

고, 당시에 공간을 바라보는 시대의 공간감도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공포를 만들어내는 공간 수법과

그로테스크한 공간을 연출하는 구체적 표현 방법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공간미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의 고전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논문으로, 영화산업으로서 그 생명을 다 한 영화를 공간

분석과 시대별 트렌드 및 스타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실내

공간 관련 산업과 디자인의 동향 및 상호 연관성을 예측

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을 대비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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