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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랑과 성을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화면 분할 기법이 작품의 서사 목표와 전략에

맞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한다.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은 남녀의 결합을 지향하지만 코믹한 상황과 에

피소드를 통해 그 결합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연 구조에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의 화면 분할은 대개 구성점2 이전에 배치되어, 영화의 초점을 두 남녀 주인공에게로 집중시키면서 코미디

를 창출하는 특징을 보인다. 화면 분할이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은 두 주인공 인물 간의 정보 격차에 따르는

긴장감, 대사의 중의법, 그리고 분할된 이미지의 결합을 활용하는 것이며, 웃음의 소재는 사랑과 성에 관련

한 것들이다. 연구의 검토 대상이 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마이클 고든 Michael Gordon의 <필로우 톡

Pillow Talk>(1959)과 피톤 리드 Peyton Reed의 <다운 위드 러브 Down with Love>(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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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split-screen technique works to meet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narrative in the romantic comedy films which deal with love and sex. The plot of romantic

comedy films aims to the union and marriage of the couple, but is structured to delay the union

as much as possible through comical situations and episodes. Usually split-screen scenes are

placed before plot point 2 and serve to make a laugh and humor. Besides, it helps focusing on

two main characters. Comedy related to love and sex comes from information gap between two

main characters which can cause a tension, double meaning of spoken words and combination

of split-screen images. Michael Gordon’s Pillow Talk(1959) and Peyton Reed’s Down with

Love(2003) are review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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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글은 사랑과 성을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서사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화면 분할을 활

용하는지 논의하려고 한다. 이것은 2012년 1월에 발표

했던 졸고 “화면 분할의 미학과 의미: 극영화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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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이 선행연구가 화면 분할

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극영화의 다양한 화

면 분할 유형과 그 서사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이라면, 이번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제한하여 작품의 서사 목표와 전략에 맞게 화면

분할이 활용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남녀의 성, 계급, 성격 등의 차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극적 상황과 영화적 재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미지의 병치를 통해 충돌과 결합,

대조와 대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화면 분할 기법이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우디 알

렌 Woody Allen의 <애니 홀 Annie Hall>(1977)에서는

결합될 수 없는 두 남녀 주인공의 차이를 대조시키기

위해 화면 분할이 사용되었고, 로브 라이너 Rob Reiner

의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1989)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난 후 두 남녀

가 느끼는 공통된 불안감을 대비시키기 위해 화면 분할

이 사용되었다[1]. 그러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화면

분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

의한 연구는 그간 없었기에, 이 글에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화면 분할 활용 양상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마이클 고든 Michael Gordon의 <필로우 톡 Pillow

Talk>(1959)과 피톤 리드 Peyton Reed의 <다운 위드

러브 Down with Love>(2003)이다.

1959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오리지널각본상을 수상

한 <필로우 톡>은 1950년대헐리웃 영화 중에서 두 번

째로큰흥행수익을올리면서록허드슨 Rock Hudson

과 도리스 데이 Doris Day를 로맨틱 코미디의 전설적

인 커플로 만들고 숱한 아류작을 양산한 작품이다

[2][3]. 2009년 미국회도서관이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

으로 중요하여 영원히 보존할 작품으로 등록한 이 영

화는, 개봉당시의뉴욕타임즈리뷰에서, 참신하면서도

적합한 웃음을 위해 분할 화면을잘활용했다는평가를

받기도 했다[4]. 2003년에 개봉한 <다운 위드 러브>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서, <필로우

톡>에 대한일종의헌사로 제작된 영화이다. 영화평론

가 로저에버트는 이 영화가, <필로우 톡>에서처럼전

화 장면들에서 분할 화면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

면서, 1960년대의 분할 화면 기법으로 많은 재미를 선

사한다고언급했다[5]. 믹 라살레Mick LaSalle도이 영

화가 1960년대 시기의 상큼함을 되살리기 위해 분할 화

면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6]. 따라서 이 두 작

품을 분석하여,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어떻게 화면 분할을 활용하는가를 검토

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시드 필드 Syd Field의 3장 구조

패러다임으로 파악할 때, 화면 분할 기법이 언제나 구

성점2 이전에만 등장하는 이유는무엇인가? 둘째, 로맨

틱 코미디 영화에서 화면 분할이 코미디를 창출하는 매

커니즘은 무엇인가? 셋째, 각각의 작품에서 화면 분할

은 로맨틱 코미디의핵심요소 중 하나인 성(sex)을 어

떠한 방식으로 다루는가? 이 글에서는 첫째 문제를 검

토하기 위해 우선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지연 구조와

코미디에 의한 지연의 서사 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이

것은 주로 이 글의 2장에서 다루어질것이다. 둘째문제

는 두 주인공 인물 간의 정보 격차와언어의 이중 의미

발생에 따르는 긴장감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셋째 문제는 두 작품의 분할 화면이 어떻게 이

미지 통합과 중의법적 대사 활용을 통해 성적 코드를

기입하고 음란한 농담을 만들어내는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와셋째문제는 통합적으로 함께 검토할 만한 것이

어서 각각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두 작품의 경우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있

기 때문에, 이 글의 3장에서는 <필로우 톡>의 화면 분

할을 논의할 것이며, <다운 위드 러브>의 화면 분할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Ⅱ. 로맨틱 코미디 플롯의 특성과 화면 분할
브라이언핸더슨 Brian Henderson에 따르면, 대부분

의헐리웃 영화가 로맨스와 코미디를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로맨틱 코미디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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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7]. 그럼에도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의명백한 특

성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8년

미국영화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

스의 전개가 코믹한 상황으로나아가는 장르”로규정된

다[8].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를 고른다면, 당연하게도

‘로맨스’와 ‘코믹(코미디)’이 될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로맨틱 코미디를설명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요컨대 로맨스와 코미디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로맨틱 코미디로 규정하기는 힘들

겠지만, 로맨틱 코미디로파악되는 영화들에는 분명로

맨스와 코미디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윤성은의 지적대로,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완벽

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9].

반면 여기에 해당하는 영화들의 유사성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이 보여주는 지향점은 남녀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은 대체로 남녀의 결합 혹은 결

혼으로 완결된다[10]. 로맨틱 코미디가 주로 해피엔딩

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플롯의 지향점 때문이

다.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의 해피엔딩만큼이나 주목해

야할 특성을 두 가지더지적하고싶다. 하나는 영화의

결말이 남녀의 행복한 결합에 도달하기 전까지 영화는

두 사람의 결합에 방해가 되는 온갖 다양한 장애물의

상황을 관통하는 플롯을 다룬다는 것이다. 마이클휴즈

Michael Hauge는헐리웃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 포뮬라

를 다음과같이 간단히정리한바있다; ①주인공은 사

랑을좇아야한다. →②위기는 Act 2의끝부분에서 이

별을 이끌어내야 한다. → ③결말은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11]. 여기서 위기가 ACT2의 끝에서 이별을 이끌

어낸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구성점2

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커플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임을 의미한다.

또다른특성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사랑의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명확히보여주는 분위기와 톤의 가

벼움이다. 폴라 마란츠 코헨 Paula Marantz Cohen은

이러한 경향을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의 문

학 전통으로 연결시키면서, “반드시 용기 있고 똑똑한

여성 주인공이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여러 불행과

오해를 거친 후에 결말에서 인생의 반려자와 결합하게

된다. 톤과 페이스 면에서 볼 때, 이 이야기들은 가볍

고, 밝고, 활기 넘친다[12].”라고 주장한다.(강조-인용

자)

로맨틱 코미디가 이처럼가볍고 활력있게 플롯을진

행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 영화(women’s

picture)로 일컬어지는 멜로드라마처럼 여주인공이 경

험하는 의무와 사적욕망사이의 갈등, 또는욕망의 좌

절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로맨틱 코미디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애의 플롯과 남녀의 결합이다

[13]. 스티브 닐/프랑크 크루트니크에 따르면, 로맨틱

코미디는 대개 커플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방해

하거나그러한 조화를 인식하지못하게 방해하는 장애

물이존재한다. 하지만 관객은 상황의진실을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과 결국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진 채, 이야기가 장애물이 극복되고 의심

이 해결되는 지점으로, 서로에 대한 두 남녀의 진실한

감정이 밝혀지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14]. 이것은 결코 우울하거나무겁고 어두운 톤으로 전

개될 플롯이 아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멜로드라마처럼

등장인물에 대한 관객의 감정적 동일시에만 의존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시와 거리두기 사이를

오가는 유희[14]”에 의존한다. 이러한 유희는 등장인물

의 심각함을 관객으로 하여금웃음과 함께 가볍게받아

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이클 휴즈는 주인공이 직면하는 갈등의 양상에 따

라 로맨틱 코미디의 범주를 ‘비밀과 거짓말 Secrets &

Lies’, ‘사기꾼 The Imposter’, ‘마법의 주문 The Magic

Spell’, ‘피터팬과웬디 Peter Pan and Wendy’, ‘검소하

게생활하기 Slumming It’, 그리고 ‘장기간의 연애 The

Long Haul’ 등 6가지로나눈다[11]. 이 6개의 범주는 남

녀 커플의 로맨틱한 결합을 지연시키며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애물로 기능하는데, 이것들은 자의든 타

의든 간에 두 주인공의 차이를부각시키거나아니면 그

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나 그릇된 인식에 빠지게 한다.

예컨대, <필로우 톡>에서 브래드 앨런 Brad Allen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텍사스 출신의 순박한 렉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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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슨 Rex Stetson으로 위장하여 잔 모로 Jan Morrow

에게 접근하고, <다운 위드 러브>에서 캐쳐 블락

Catcher Block은 순진한 우주비행사 짚 마틴 Zip

Martin으로 위장하여바바라노박 Barbara Novak에게

접근한다. 이들의 위장으로 인해 두 남녀 사이에는 정

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정보의 격차로 인해 서

곡숙이 주장한 “인지전략”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데, 여

기서 인지전략이란 “등장인물들 간의 정보 차이를 통해

긴장/놀람/발견등의요소들로써관객들의 관심과흥미

를 유발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15].

따라서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로맨틱 코미디는 종국적으로 남녀 커플의 행복한

결합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중심은 남녀

커플을 둘러싼 상황이나 욕망의 갈등, 좌절 등이 아니

라 남녀 커플 그 자체로 집중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결합의순간은 영화의 마지막까지늦춰진다. 이렇게 로

맨스의 완성을 마지막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로맨틱 코

미디의 중요한 서사 전략이다. 왜냐하면 이 지연을 만

들어내는 것이 사랑의 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인데,

그 장애물들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영화의 재미

를 선사하는 코미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한편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은 남녀의 차이와 오해, 그리고 기만 등

으로 형성된 장애물이 커플의 결합을 최대한 지연시키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지연 과정에서 영화가 추구하

는 것이 다양한 코미디이며, 영화의 긴장과 웃음은 대

개 등장인물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영화의

플롯을 시드 필드의 3장 구조로파악했을 때, 이 긴장과

웃음은 ACT1에서 ACT2로 이어지다가 남녀가 이별하

게 되는 ACT2의 종결 부분, 즉 구성점2부터 사라진다

[16]. 이때부터 ACT3를 지배하는 것은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활달하고 유쾌한 톤이 아니라 이별에 관련한무

겁고진지한 톤이 된다. 실종된 코미디 톤이 ACT3에서

잠시부활하는 것은 ACT3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재치 있

고 유쾌하면서 기발할 때, 혹은 남녀 커플의 종국적인

결합 이후 발랄한 에필로그가 나올 때뿐이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필로우 톡>과 <다운 위드 러

브>에서 화면 분할은 일차적으로 영화의 중심을 남녀

커플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필로우 톡>의 타

이틀 시퀀스를 제외한다면, 이들 영화의 화면 분할은

두 남녀 주인공의 전화 통화 장면에서만 사용된다. 이

렇게 사용된 화면 분할이 <필로우 톡>에서 10회, <다

운 위드 러브>에서 5회이다. 반면 이들 영화에는 분명

두 커플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의 전화 통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화면 분할이 사용되지않는다.

예컨대, <필로우 톡>에서는 브래드와 피에로(Pierot)의

통화, 영화 말미에 브래드와 그가 사귀었던 두 여성과

의 통화 장면이 있지만, 화면 분할은 없다. <다운 위드

러브>에서도 캐쳐와 그웬들린의 통화, 캐쳐와 피터의

통화 장면이 있지만, 역시나 화면 분할이 사용되지 않

는다. 따라서 화면 분할은 오직 남녀 주인공끼리의 전

화 통화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셈이다.

전화 통화는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눠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정보를 감추거나

위장하기 용이하다. 다시말해 두 인물 간의 정보 격차

와 그것으로 인해 긴장과 웃음이 유발되는 것을 보여주

기좋은 상황인 것이다. <필로우 톡>과 <다운 위드 러

브>는 유쾌하면서도 가벼운 코미디를 창출하기 위해

전화 통화 장면에서 화면 분할을 적극 활용한다. 이들

영화에서 화면 분할이 모두 구성점2 이전, 그러니까

ACT1과 ACT2에서만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활용되는 화면 분할이 대체로 코미디를 겨냥하고 있음

을암시한다. <필로우 톡>에서는 두 주인공커플인잔

과 브래드의 전화 통화 장면임에도불구하고 분할 화면

이 사용되지않는 경우가 한 차례있는데, 이 장면은 다

소진지한모드로진행되는 ACT3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 검토할 두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화면 분할은 가벼운 분위기의

코미디를 만들어내는데활용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59년에 개봉된 <필로우 톡>이 대표하는 195

0～60년대 헐리웃 로맨틱 코미디는 성적 유혹과 성 자

체를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레저

그린든 Leger Grindon은 1953~66년 시기의 로맨틱 코

미디를 “유혹의 코미디 comedies of seduction”라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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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7], 스티브 닐/프랑크 크루트니크는 그것을 “섹스

코미디”로 이해하면서, “1950년대에 등장한 로맨틱 코

미디들에서, 로맨스와 구애는 점정 성과 유혹에 대한

강조로 대치 되었”다고 지적했다[14]. 스탠리 로트만

Stanley Rothman/스티븐파워스 Stephen Powers/데이

비드 로트만 David Rothman은 <필로우 톡>의 남자 주

인공인 브래드앨런이원래는 여자 주인공인잔모로를

침대에 눕히기만을 원했다고 보았다[18]. 물론 이러한

경향은 킨제이 보고서의 출현, 헤이스 코드의 완화, 여

성의 사회 진출증가와페미니즘 운동의확산, 성적억

압에 대한 표현 욕구의 증대 등 당대의 컨텍스트와 무

관하지않을 것이다. <다운 위드 러브>는 2003년에 제

작되었지만 <필로우 톡>에 대한일종의오마주로 제작

된 영화이기 때문에 1950년대말과 1960년대 초기의 로

맨틱 코미디 영화들처럼 “섹스가 없으면서도섹스에 사

로잡힌영화 the sexless yet sex-obsessed films[6]”로

평가받는다. 요컨대 <필로우 톡>과 <다운 위드 러브>

는 화면 분할과 언어의 중의법적 활용을 통해 성적 농

담을 선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

자가 1950년대 말 특유의 점잖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후자는 2000년대 초반의 과감하고도 직설적인 수준까

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필로우 톡>이 로맨틱 코미디

의 지연 플롯 구조 속에서 화면 분할을 통해 이야기의

중심을 어떻게 브래드와잔커플로 집중시키는지, 등장

인물 간의 정보 차이로 발생하는 긴장과 웃음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분할된 화면의 이미지 통합을 통해 어떻게

성적암시를 표현하는지 등을 논의하도록하겠다. 그리

고 4장에서는 <다운 위드 러브>에서 화면 분할이 정보

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중의법적인 말장난의 개그를 어

떻게 창출하는지, 그 말장난을 어떻게 음담 코드로 발

전시키는지, 그리고 음담을 다시 어떻게 이미지 통합의

음란한 유희로 발전시키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Ⅲ. <필로우 톡>의 화면 분할
<필로우 톡>은 뉴욕의 한 빌딩에 함께 살면서 전화

선을 공유해야 하는 두 남녀,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

너인잔모로와바람둥이 작곡가 브래드 알렌의옥신각

신과 사랑을 다룬다. 서로얼굴을 알지못하는 상태에

서, 이들은 전화선 공유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전화로 다

투게 되고, 그 이후로도수차례에 걸쳐전화 통화를 하

게 된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된 이후에, 친구인

조나단이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잔이라는 것을 브래드

가 알게 되면서 영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후 브래드가 텍사스 출신의 렉스스테슨으로 위장하여

잔에게접근하면서 두 남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데, 이

때부터 두 인물의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관객은

정보 우위에 있는 브래드와 공모하면서 코미디를 즐기

게 된다. 코미디는 주로 잔이 렉스인 브래드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브래드인 렉스와 사랑에 빠

진 아이러니를 지켜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에서 화면 분할은 우선 사랑의삼각관계를설

정한다(화면 분할①, 화면 분할②). 다음의 그림에서확

인할 수 있듯이 이 장면의 화면 분할을 보면, 화면 중앙

의잔은삼각형모양으로 분할된 화면에 위치하면서 화

면 양쪽의 남녀 사이에 끼어들어간 느낌을 준다.

그림 1. 화면 분할①, 화면 분할②

이것은잔이 브래드와 다른여성의 전화 통화를엿듣

고 개입하는 상황에서 두 번에 걸쳐 발생하는데, 각각

의 경우에 브래드가 밀애를 속삭이는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이 두 번에 걸친 화면 분할이 설정하는 삼각관

계는 특정한세 인물 간의삼각관계가 아니다. 다만 우

리에게암시되는 것은잔이언제든 브래드와커플을 이

룰 수 있는 잠재적 인물로 삼각관계의 한 꼭짓점에 존

재하고 있다는 것과 두 남녀 주인공의 결합에 큰 걸림

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브래드의 바람기라는 것이다.

그러고나서 이어지는 두 번의 화면 분할은 전화선을

공유한잔과 브래드의협상과 다툼을 보여준다. 전화선

공유로 인한 문제 때문에 매 삼십 분씩 구별하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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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쓰기로 하자고 규칙을 정했지만(화면 분할③), 규

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둘 사이에 감정 대립이 심해질

뿐임을 보여준다(화면 분할④).

그림 2. 화면 분할③, 화면 분할④, 화면 분할⑤

여기까지가 ACT1에 해당한다. 이때까지의 화면 분

할은 이 영화의셋업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

자면, 잔과 브래드가 현재 커플은 아니지만 언제든 커

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전화선

공유 문제로 인해 지금은 그들이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조나단이 브래드를 처음 방문하는 사건이 구성

점1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브래드는 조나단이 사랑에

빠진여자가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

혼에 대해부정적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에게 조나

단은 잔이 그 태도를 바꾸게 할 만큼 매력적인 여자라

는말을 해준다. 브래드와잔사이의 정보균형이 기울

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지점부터이다.

ACT2로 넘어가자마자, 브래드는 잔에게 전화를 걸

어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화해를 제안하지만 거절

당한다(화면 분할⑤). 브래드의 사과와 제안은 두 사람

의 결합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영화의 플롯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지 드러낸다. 그러나 아직 두 사

람사이에 애정의 감정이싹트지 않았을뿐아니라, 이

어지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브래드의 바람기도

없어지지않았으므로, 이 시도는실패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이 실패는 브래드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모르는

잔의환심과 관심을얻기 위해 그가 다른인물, 즉잔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래드와 같은 바람기

도 없는 텍사스 출신의 렉스로 위장할 극적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그리하여잔이 브래드를 경멸하면서도브

래드인 렉스와 사랑에 빠지는 극적 아이러니가 설정되

고, 이 위험하면서도 흥미로운 게임에서 정보 우위를

점하는 브래드와 관객은 공모자가 되어 코믹한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영화의 여섯 번째 화면 분할이 등장하는 것은 잔

이 렉스에게 매력을 느낀 후 부푼 가슴으로 잠을 이루

지못하고 있다가 그의 전화를받을 때이다. 이때의 화

면 분할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사뭇다르게 시작한다(화

면 분할⑥-1). 화면을 반으로 가른단순한 양 분할이 아

니라 침실의 편안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방식의 분

할이다. 이 편안한 분위기는 이들의 통화에 브래드(?)

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면서 깨지게 되는데, 이때 화면

분할의 방식은잔과 브래드의 적대적 대립을잘드러내

는 양 분할의 형태로바뀐다(화면 분할⑥-2). 이부분은

정보 격차로 인한 코미디를 창출한다. 잔과 렉스의 통

화에 대한 훼방꾼이 바로 렉스인 브래드인데, 잔이 그

것을 알아채지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이어잔과렉

스의 통화가 재개되고 나서, 브래드인 렉스는 잔이 눈

치 채지 못 하게 웃음을 터트린다(화면 분할⑥-3). 이

웃음은 공모로 인해 브래드와 관객만이 공유할 수 있는

웃음이다.

그림 3. 화면 분할⑥-1,⑥-2, ⑥-3

이와같은 공모와 웃음은곧이어 등장하는일곱번째

화면 분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섯 번째 화면 분

할이 있었던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렉스가 보내준

찬사에 젖어 잔이 달콤함을 음미하고 있을 때, 브래드

로부터전화가걸려온다. 그는 통화를엿듣게 되었다면

서, 잔에게 그 남자와 데이트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심

지어 그는 내일 저녁 그가 그녀를 성적으로 어떻게 유

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견하기까지 한다. 이때의 화

면 분할은, 렉스가 브래드임을 알지못하는잔이 이에

화를 내며 전화를 끊게 되는 과정과 그녀가 눈치 채지

못 하고 화내는 것을 브래드가 웃음 지으며 즐기는 과

정을 함께 목도하게 만든다(화면 분할⑦). 여기서 드러

나는 두 인물의 정보 격차는 이어지는 잔과 렉스의 데

이트 장면에서 코믹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브래드의

예견대로 데이트가 진행되어 갈 때, 잔은 어떤 태도와

대응을 보여줄 것인가? 렉스는 정말 그녀를 침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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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고 할 것인가? 잔은 그 시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

그림 4. 화면 분할⑦

<필로우 톡>은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에걸쳐진

행된 헐리웃 성 혁명의 교두보 역할을 한 작품으로 언

급된다. 래리 사무엘 Larry Samuel은 1950년대에섹슈

얼리티에 관련한 언급이 도처에서 발견됨을 인정하면

서도 그가 “sexidemic”으로 지칭하는 성 개방 혁신의

진정한 시작점이 <필로우 톡>이라고 주장했다[19]. 사

실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영화가 보여준성에 대한 개

방성과 대담함은 그리 노골적이지 않다. 사만다 쿡은

이 영화를 “청결한 섹스 코미디 a clean sex comedy”

혹은 “섹시하지만 지저분하지않다 sexy without being

dirty”고 지적했다[20]. 하지만 여주인공인도리스데이

가 스타킹을 신는 장면으로 시작했던 이 영화는 분명

보수적이고도 청교도적인 성 윤리가 만연했던 당대의

맥락에서획기적인 면이 있었다. 1950년대말의 상업영

화가 허용하는 표현의 범위 내에서, 거대한 흥행 성공

과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영화는노래하는 목

소리가 고운 해맑은도리스데이로 하여금 “성녀-창녀

[21]”의명성을얻을 수 있는 기회를얻게 해 주었다. 이

영화에서 화면 분할을 이용한 코미디는 이제 자연스럽

게 성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덟 번째 화면 분할이다.

도리스 데이의 여성적인 육체미를 과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영화는 브래드의 지적을 통해잔의 문제를

침실문제 bedroom problems로규정하고, 브래드를천

하의 바람둥이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이들의 성적 결합

을 은근히암시해놓는다. 또한렉스가잔을침실로 유

도할 것이라는 브래드의 경고와 예견, 그리고 그 경고

로 인해렉스와의데이트에서잔이 느꼈던 긴장감은 두

남녀의 성적 결합을 내러티브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든

다. 하지만 렉스의 신사다운 태도가 잔으로 하여금 안

도감을 느끼게 하면서 경직된 긴장을 풀게 하는데, 잔

이 느끼는 이러한 이완감은 역으로신사적이고 낭만적

인 렉스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까지 제거해 준다. 이제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간의 로맨스가 진척된 상황에서

여덟번째화면 분할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잔과렉

스는욕조에누워목욕을즐기면서 전화로 다정한 대화

를나눈다(화면 분할⑧-1). 그러다가 두 남녀는 자연스

럽게 다리 하나씩을 들어 올려 욕실 벽에 발바닥을 갖

다 댄다(화면 분할⑧-2).

그림 5. 화면 분할⑧-1, ⑧-2, ⑧-3, ⑧-4 

이 장면은 이 영화가 보여줄수 있는 성애 표현의 50

년대식 해법을 보여준다. 두 남녀가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육체는직접접촉하지않

는다. 그렇지만 분할된 두 화면이 결합하여 제시하는

이미지는명백한육체적접촉이다. 따라서 이 이미지는

다분히 중층적이다. 이것은 은근하면서도 노골적이고,

속되지 않으면서도 야한 성적 농담과도 같다. 그리고

이 장면의 대사는 중의적 의미를 통해 성적 농담을 만

들어낸다. 렉스는 뉴욕이 낯설었지만 “이제 그렇게 느

껴지지 않습니다. Don’t feel that way now.”라고 말할

뿐이고, 잔은 그에 대해 “잘됐네요. Well, that’s good.”

라고 답할 뿐이다. 그렇지만 ‘화면 분할⑧-2’와의 정확

한타이밍의일치로, 렉스의 대사는 “이제 그렇게 느끼

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잔의 대답은 “그렇지만, 좋은

걸요.”로달리 들릴수 있게 된다. 그런다음 두 사람의

발이 클로즈 업으로 제시되는데(화면 분할⑧-3), 이때

렉스는 “다정하게 friendly”라는말을길게늘어트려 발

음하면서 발끝을 벽면 아래쪽으로 쓸어내린다. 그리고

이 간지러운 ‘애무’에깜짝반응하듯, 잔은벽면에서 발

바닥을 황급히 뗀다(화면 분할⑧-4). 이 화면 분할은

‘섹스코미디’로규정된 1950년대 후반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화면 분할이다.

밤에 있을 데이트에 나가기 직전, 잔은 다시 브래드

로부터전화를받는다. 그녀가 의기양양하게렉스에 대

한 브래드의 예견이 틀렸음을 주장할 때, 브래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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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렉스가 동성애자일 수 있겠다는 뉘앙스의 발언

을 한다(화면 분할⑨). 이러한 브래드의 주장에 우리는

할말을잃고흥분하는잔을 지켜보게 된다. 그것은 마

치 한순진한 어린아이가 어느 어른에 의해별다른악

의 없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과 비슷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브래드와 공모하여 다시 한 번 그

의 웃음을 공유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각인되는

것은 순진함을 보여주는 잔의 매력이다. 이 장면은 또

다른 기대감도 갖게 만든다. 아마도 밤의 데이트에서

그녀는 렉스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영화의 내러티브는 두 남녀의

성적 결합을 향해더나아갈것이다. 실제로 두 남녀는

그 밤의 데이트에서 로맨틱한 키스를 하게 되고, 이들

의 관계를 포착한 조나단의협박에 의해렉스인 브래드

가 외딴 별장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야하게 되었을 때,

잔은 기꺼이 브래드인 렉스와 동행하여 밀월여행을 떠

나기로 한다.

그림 6. 화면 분할⑨, 화면 분할⑩

밀월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방을 꾸리던 잔이 브래드

에게 전화를걸때, 이 영화의 마지막화면 분할이 등장

한다(화면 분할⑩). 그녀는 렉스가 동성애자가 아님이

밝혀졌다는 것에 기뻐하며 의기양양해 있다.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듯한 반응을 보이며 여행을 함께갈것

이냐고 묻자, “당신이 그걸 알 리 없을 것. That is

something you’ll never know.”이라고답하고서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그녀의 대사는 이 영화의 강렬한 아이

러니의 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 하겠지만, 렉스인 브래드만큼은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화면 분할은바로 여기까지만 등장한다.

이후에, 외딴별장에도착한 두 남녀가 함께 밤을 보내

기직전에 조나단에 의해렉스의 정체가밝혀지는 사건

이 구성점2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더이상의 화면 분할

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에서확인할 수 있는바는, 이 영화의 화

면 분할이 로맨틱 코미디 플롯의 지연 구조 속에서 이

야기의 중심을 두 주인공 남녀로 집중시키고, 브래드와

관객의 공모 하에 두 인물의 정보 격차로 인한 긴장과

웃음을 유발하면서, 분할된 화면의 이미지 통합과언어

의 중의적암시를 통해 성적농담과 아이러니를 창출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Ⅳ. <다운 위드 러브>의 화면 분할
<필로우 톡>에 대한오마주로 제작된 <다운 위드 러

브>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화면 분할 기법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배경이 1962년 뉴욕으로 설정된 <다운 위

드 러브>는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베스트셀러 작가바

바라 노박과 남성 교양지의 유명 기자 캐쳐 블락의 좌

충우돌과 사랑을 다룬다. 바바라에 대한커버스토리 기

사를쓰기로 작정한캐쳐는 그녀 역시 다른여성들처럼

사랑과 결혼만 바랄 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NASA에 근무하는 짚마틴으로 위장하고 그녀에게접

근하여환심을산다. 이렇게 두 인물의 정보 격차를 기

반으로 하여 로맨스가 시작되고, 관객은캐쳐와 공모한

상황에서 캐쳐를 혐오하는 바바라가 캐쳐인 짚과 사랑

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주시하며 이 위태로운 아이러니

가 만들어내는 코미디를 즐기게 된다. 이 영화는 스토

리 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의 중의적 암시와 분할 화

면의 이미지 통합을 활용하여 성적 개그와 코미디를 창

출한다는 면에서 <필로우 톡>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하지만 2003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훨씬 대범한 성적

코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미지 결합을 통해 연상되는

성교 묘사는 꽤 적나라하다[22].

첫번째부터네번째화면 분할까지는바바라와캐쳐

의 전화 통화를 보여준다. 이네차례에걸친화면 분할

이 만들어내는 코미디는 단순한 개그로부터 중의적 의

미와 음담 코드를 활용한 성적 농담으로 점차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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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첫 번째 전화 통화 장면에서, 캐쳐는 인터뷰를 위해

바바라와 식사약속을잡는다(화면 분할㉠). 이 전화 통

화에서, 두 남녀는 서로 통성명을 하고, 식사약속을잡

는다. 정중한 대화로 진행되는 이 장면에서 웃음을 유

발하는 것은 바바라의 말과 태도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캐쳐가 커버스토리를 써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비

키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그녀는, 캐쳐와의 전화 통

화에서, 마치 캐처 블락의 명성을 잘 모른다거나 혹은

그가 커버스토리를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않는듯한태도로일관한다. 예를 들어, 캐쳐가 점

심 식사에 초대하자, 그녀는 언제 괜찮은지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여유를 부린다. 혹은, 이미 주문을

했다고 캐쳐가 말하면서 10분 내로 마호가니 룸에 올

수 있냐고 묻자, 미안하지만 불가능할 것같다고 답한

다. 하지만, 그럼 나중에 언제 시간 날 때 보자며 캐쳐

가 통화를 마치려고 할 때, 바바라는태연하게 “좋아요,

그럼 15분 후에 만나요.”라고 말하면서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교양 밑에 가려진 욕망, 예의 밑에

가려진속내, 자존심밑에 가려진솔직함을 표출시킨다.

또한, 이 장면에서 두 남녀는 서로 대립되는 방향으

로 서 있지도않고, 두 사람의 시선도매치되지않는다.

이것은 전화 통화 장면에서 두 인물을 싱글 숏으로 촬

영할 경우 보통 대화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 배우의 시

선을 매치시켜 주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칙[23]을 거

스르는 것이다. 이일반적인 법칙의파기는 역으로 “보

통 대화하는 기분을” 내는 것을거부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단절과 장벽이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에 대한 정보의편차가 있을 것을설정해준다. 이설정

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화면 분할 기법들은 중의적 의

미에 토대를 둔 코미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그림 7. 화면 분할㉠

두 번째 전화 통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진다. 약속 장

소에서 기다리던바람둥이캐쳐가 우연히연인 중 하나

인 그웬돌린 Gwendolyn을 만난 후 자리를떠나자마자

곧바로바바라가약속 장소에도착한다. 그녀는캐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캐쳐는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대기

시작한다(화면 분할㉡-1). 변명의 내용은, 바에서 기다

리고 있던 중 작은 잉글리쉬 폭스하운드가 걸어 들어

와 자신에게 다가와서 코를 들이대며부빈다는 것이며,

그것이(she, 그녀가?) 외로워 보이는 데다, 다른 사람

과나가길원치않는듯해서, 자신이 그것을(her, 그녀

를?) 돌봐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바바라는 그 사려 깊

음에 감탄하면서, 남자의 인격은 연약한 피조물(a

defenseless creature)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드러나

는 법임을 언급한다. 그러고 나서 바바라는 그 개(the

little bitch)가 지금 어떤가를 묻는다(화면 분할㉡-2).

그러자 분할된 화면들이약간씩패닝을 하는동시에 화

면의 분할선이 우측으로 다소 이동하여 그웬돌린을 화

면에담는다(화면 분할㉡-3). 캐쳐는 그것을(her) 박스

안에 잘 넣어 두었지만 자신이 그것을(her) 잘 붙잡고

있어야 그것이(she) 안심할 것 같다고 답하며 약속을

저녁 시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림 8. 화면 분할㉡-1, ㉡-2, ㉡-3

캐쳐가 그웬돌린과 함께 나갔다는 것을 모르는 바바

라는 정보의 결여로 인해 캐쳐의 변명을 말 그대로 받

아들인다. 하지만캐쳐가 그웬돌린과 함께나가는 것을

방금 전에 지켜본 관객은 ‘화면 분할㉡-1’의 통화를 지

켜보면서 캐쳐의 변명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다. 동시에 관객은 그 거짓말이 완연한 거짓말은 아니

라는 것을깨닫는다. 왜냐하면 ‘작은잉글리쉬폭스하운

드’로 비유되고 있는 그웬돌린이캐쳐에게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겨코를부비듯이 키스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대명사

‘she’와 ‘her’는 잉글리쉬 폭스하운드를 지칭하는 것이

면서 동시에 그웬돌린을 지칭하는 중의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면 분할㉡-2’에서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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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중의적 의미를 유지하

며 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분명 그 개를

지칭하겠지만 관객에게는 여성을 지칭할 수도 있는 ‘a

defenseless creature’와 ‘the bitch’를 사용한다. 특히나

여성에 대한 속어로 경멸을 담아서 사용하는 단어 ‘the

bitch’와앞의캡처화면(화면 분할㉡-2)에서확인할 수

있는 바바라의 표독스런 표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바바라와 캐쳐의 사랑에 그웬돌린이 삼각관계의 한 축

을 형성하고 있다는 극적 맥락 등이 서로 일치되면서,

이 부분은 웃음을 자아낸다. 이 통화에서 활용되는 중

의법적인말장난은 ‘화면 분할㉡-3’에서 다시금확정되

는데, 그것은 그 암캐가 지금 어떠하냐는 바바라의 질

문에패닝에 의한프레임조정과 화면 분할선의 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정은바바라의질문에

대한 거대 서술자의 답변이기도 하다. 결국, 이 조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the bitch’가 그웬돌린이며, 캐쳐

의 변명은 거짓말이자 거짓말이 아닌 것일 수 있다는

묘한 중의법적말장난이다. 게다가 ‘화면 분할㉡-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캐쳐의손을 보라. 그는 마치 애완견의

목덜미를 간지럽혀 주듯이 그웬돌린의 목을 가볍게 애

무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잘붙잡고 있어야안심할

것같다”는말을 하면서 그웬돌린과손깍지를낀다. 통

화가끝난 직후, 달리백을 통해캐쳐와 그웬돌린이앉

아 있는 공간의 실체가 파악되는데, 그것은 박스 형태

로 되어 있는오페라 관람석이다. 즉이부분에서캐쳐

의 행위와 달리백을 하는카메라움직임을 통해, 캐쳐

의 입장에서 보면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않은 중의

법적인 말장난이 완성되면서 코미디를 강화시켜 준다.

중의법적인 말장난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면 분할

장면에서도지속된다. 세번째전화 통화 장면은 두 번

째 전화 통화 장면에 바로 이어진다. 바바라가 전화를

받자마자 캐쳐가 사과를 한다(화면 분할㉢-1). 바바라

의응대 이후, 캐쳐의변명이 이어진다(화면 분할㉢-2).

자신의 작은 프렌치 푸들과 공원에 나왔는데, 그것이

(she)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도자신의말이 무슨뜻인지 알거라면서 말한다. 바바

라는 안다고 답하면서, 충고를 하나 해 주겠다고 말한

다. 충고의 내용인즉슨, 당신이 작은 막대기(a little

twig)로 그것의 아랫부분(her bottom)에 갖다 대면,

일단 그것이(she) 당신과 함께 밖으로 나온(went

out) 이유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화면 분할㉢

-3). 캐쳐는 명심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침까지 약속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림 9. 화면 분할㉢-1, ㉢-2, ㉢-3

여기서는 두 번째 화면 분할 장면보다 더 빠른 시점

에서, 패닝에 의한 우측 프레임의 조정과 화면 분할선

의 조정이 발생한다. 그리하여앞장면에 의한 학습효

과에 힘입어, 작은 프렌치 푸들이 이베트 Yvette를 의

미하는 중의법적인말장난을바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

말장난은 앞의 장면에서 감히 다루지 못 했던 것을 대

범하게 다룬다. 음담 코드이다.

일단이 장면은 분할 화면에서 보여주는캐쳐와 이베

트의 행위에 애정 표현이더욱강화되어 있다. 앞의 전

화 통화에서, 캐쳐와 그웬돌린은 목을쓰다듬거나손깍

지를 끼는 정도의 애정 표현만 했었지만, 이번 통화에

서 캐쳐와 이베트는, ‘화면 분할㉢-2’에서처럼, 대부분

의 시간동안 키스형태의 애무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달콤한 애무를 하는 동안, 바바라의 충고가 진행된다.

작은 막대기를 그것의 아랫부분(배)에 갖다 대라는 충

고는 아마도 애완견으로 하여금 빨리 변을 보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막대기’와 ‘그것의 아랫부분’

은각각남성과 여성의 성기를암시하고, ‘갖다 대’는 것

은 성교를 암시한다. 어쩌면 그것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went out)’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음란함

에 대한 바바라의 과감한 암시는, ‘화면 분할㉢-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캐쳐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정

도이다. 특히나이러한바바라의 과감함은캐쳐에 대한

역공의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중의법을 활용하여

‘거짓말이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캐쳐가 자신

의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뉘앙스의말을덧붙였을

때, 바바라가 “안다”고 대답한직후에 내놓은 충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화면 분할㉢-3’에서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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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 남녀 주인공의 대조적인 표정이다. 바바라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하면서 승자가 보여줄 수 있는 승

리의 미소를짓는 한편, 캐쳐는 예상치못한 역습을 당

한 자의 당황스러움과 충격의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것

은 묘하게도, 정보의 우위를 점하며 캐쳐와 공모했던

관객에게도 한방을 가하여 폭소를 터트리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네번째화면 분할 역시또다른여인을달콤

한 스웨덴 라푼트(sweetest Swedish Lapphund)로 지

칭하면서 성적 코드의 농담을 이어 나간다.

한편 다섯 번째 화면 분할은 바바라와 짚의 전화 통

화에 활용된다(화면 분할㉣-1)[1]. 이 전화 통화에서,

짚은바바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그들의 대화는

예의와 격식을 한껏갖추어서 정중하게진행된다. 하지

만 이 장면의 화면 분할은 이미지의 결합과 타이밍을

맞춘대사의 결합에 의해 가장저속한 방식으로 음란한

코미디를 선사한다. 이 타이밍을 위해 두 인물의 행위

와 자세는 마치 뮤지컬처럼 정교하게 안무된다.

그림 10. 화면 분할㉣-1, ㉣-2, ㉣-3, ㉣-4, ㉣-5, ㉣-6

그렇게 정교하게 계획된 안무의 결과, 분할된 화면의

이미지들은 상상의 차원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된

다. 그 결과 이들은 여성의 구강성교(화면 분할㉣-2),

69자세(화면 분할㉣-3), 남성의 구강성교(화면 분할㉣

-4), 정상위의 인터코스와오르가즘(화면 분할㉣-5), 성

교 직후의 흡연(화면 분할㉣-6) 등등을 연상시키는 결

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미지의 연상은 그들의 대화

와 결합되면서더강화된다. 예를 들어 ‘화면 분할㉣-1’

에서 짚은 바바라에게 매우 특별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느냐고묻고, 바바라는 물론이라고답한다. 사실짚이

하려는 매우 특별한부탁이란자신의요리를 선보일수

있도록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

면 분할㉣-2’가 물론이라고답한바바라의 대답에 이어

지기 때문에, 이야기의맥락상짚의 “매우 특별한부탁”

은 마치바바라가 해 주는 구강성교인 것같다. 또한짚

이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었어요.”라고 말한 직후 ‘화

면 분할㉣-4’가 이어지고, 이 장면에서 바바라가 “오,

짚! 내게 이렇게 해 준 남자는 없었어요!”라고 감탄한

다. 이것은 남자가 바바라를 집에 초대하여 그가 손수

한 요리를 접대하는 것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지만, 화

면 분할과의절묘한타이밍으로 인해 이들의 대화는짚

이 해 주는 구강성교에 대한 대화인 것처럼들린다. ‘화

면 분할㉣-5’에서나누는 대화도마찬가지다. 바바라가

짚의 초대가 사려 깊고 상냥한 것임을 언급하자, 바바

라가 눕고 짚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화면 분할㉣-5’의

상황에서, 이들은 아래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

Zip 제 즐거움이죠.

It’s my pleasure.

Barbara 오, 아녜요, 아녜요, 아녜요. 제즐거움이죠.

Oh, no. No, no, it’s mine.

Zip 그럼 오시는 거죠?

So you’d like to come?

Barbara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Oh, yes. Yes, yes.

집으로의 초대에 관련한 이 대화는, 어찌 들으면 정

상위의 인터코스에 대한 대화인 것처럼들린다. 바바라

가 ‘no’를 반복하는 “Oh, no. No, no”는 성교 시의 신음

소리 같고, 초대에 응해 주겠느냐는 짚의 질문은 오르

가즘에도달할 것같냐는혹는 사정해도되겠느냐는질

문으로 들린다. 그리고 ‘yes’를 반복하며 초대에응하는

바바라의 대답은 오르가즘에 도달한 여성의 반응을 연

상시킨다. 그직후에짚이팔굽혀펴기를멈추고누움으

로써 화면 분할의 형태는 ‘화면 분할㉣-6’으로 바뀐다.

짚은 이때바깥에서의데이트대신집으로의 초대에응

해준 바바라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 줘서 고마

워요. Thank you for being so flexible.”라고 감사의 마

음을 표현하는데, 이 말은 그녀 신체적 신축성과 탄력

성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요컨

대, 언어의 중의적인 의미와 분할된 화면의 이미지 결

합을 활용하여 음란한 코미디의 극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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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에서도화면 분할은 여기까지만 등장한다. 이

것은 모두 짚과 바바라의 정체가 밝혀지는 구성점2 이

전에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화면 분할 역

시 로맨틱 코미디의 지연 구조 속에서 성과 사랑에 관

련한 코미디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코미디는캐쳐와 관객의 공모

하에 발생하는 두 인물의 정보 격차에서 비롯하거나또

는 분할된 화면의 이미지 통합과언어의 중의성을 이용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화면 분할을 통한 코미디의 양상은 두

가지측면에서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 하나는언어의

중의성을 활용하는 방향이고, 다른하나는 성적농담을

노골화하는 방향인데, 이 두 가지 방향은 마지막에 화

면 분할의 형태로강력하게 결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 번째 화면 분할에서는 언어의 중의법적 활용

이나 성적 농담이 배제된 채 단순한 개그에 의한 코미

디만을 선보인다. 그러다 두 번째 화면 분할에서 중의

법적 말장난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성적

농담을 기입하지는않는다. 세번째와네번째 화면 분

할에 이르면 중의법적 말장난을 성적 농담으로 발전시

킨다. 그렇지만 이 성적 농담에 이미지를 활용한 성에

대한묘사는 자제하고 있다. 마지막다섯번째 화면 분

할에 이르러서야 화면 분할의 이미지와 언어의 중의법

이 통합되면서 영화의 성적 농담은 카마수트라 수준의

음란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코미디로 완성된다.

Ⅴ. 결 론
이 논문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화면 분할이 어떻

게 활용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화면 분할이 성공적으

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받는 두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

화, <필로우 톡>과 <다운 위드 러브>를 논의의 대상으

로 삼았다. 이 연구가 제기했던 질문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화면 분할이 3장 구조의 패러다임에서 구성점2

이전에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맨틱 코미디에

서 화면 분할이 코미디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은 무엇인

가, 그리고 각각의 작품에서 화면 분할은 사랑과 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등이었다.

화면 분할 기법이 구성점2 이전에만 등장하는 문제는

로맨틱 코미디 플롯 특유의 지연 구조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는 남녀의 결합을 추구하되, 그

결합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지

연 과정에서 서사가 추구하는 것이 코미디인데, 화면

분할 기법이 바로 그 밝고 경쾌한 웃음을 유발하기 위

해 활용되고 있었다.

로맨틱 코미디가 화면 분할을 통해 코미디를 창출하

는 매커니즘에 대한 문제는 두 남녀 주인공 간의 정보

격차와 그에 수반되는 긴장감, 그리고 그러한 정보 격

차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중의법을 활용하는 사례를 통

해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 정보 우위를 점하는 인물과

관객과의 공모는 관객으로 하여금그 상황을 가볍고 웃

으며즐길수 있도록하는 인지전략을 작동시키고 있었

다.

각각의 작품에서 화면 분할이 로맨틱 코미디의 핵심

요소인 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문제는 분할된 이

미지의 결합과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획

득하는 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필로우

톡>에서처럼그 시대의맥락에서 은근히도발적이거나

<다운 위드 러브>에서처럼 과감히노골적인 수준으로

사랑과 성을 결부시키면서, 로맨틱 코미디의 화면 분할

은 장르의 특성에부합하도록남녀 주인공의 성을섹스

없는섹스코미디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확인하였다.

이들 영화의 화면 분할에 대한 검토는 아마도 이들

영화의 코미디 특성을 밝히기 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맨틱 코미디는 보통 우스꽝스러운 코미

디언을 남녀 주인공으로캐스팅하지않는다. 오히려 로

맨틱 코미디의 주인공들은 매력적으로 섹스어필할 수

있는멋진배우들을 주인공으로캐스팅한다. 로맨틱 코

미디는 슬랩스틱처럼 훈련된 배우의 과장된 행동이나

아크로바틱에 의존하지 않으며, 미스터 빈 같은 바보

연기에일가견이 있는 로완아킨슨 Rowan Atkinson이

나 과장된 표정과 몸짓을 유연하게 선보일 수 있는 짐

캐리 Jim Carrey 등의 배우에서 발견되는 코미디언으

로서의 천부적 재능에 크게 기대지도 않는다. 로맨틱

코미디는 두 주인공캐릭터의 대립적 특성을 토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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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과 개그, 위트와 유머, 아이러니 등을 주로 활용

하는 전략을취한다. 이 전략은 그 작품의 화면 분할 장

면에서 고스란히 재발견된다. 예를 들어, <필로우 톡>

과 <다운 위드 러브>의 코미디는 인물 간의 정보 격차

와언어의 이중 의미에크게 의존한다. <필로우 톡>에

서, 전화회사의 여직원이 전화선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브래드의 집을 방문한다. 그녀는 현관문에서 브래드와

마주치자 그의 매력으로 인해 말문이 막힌다. 그녀는

자신을 검사자(inspector)라고 소개한다. 브래드가무엇

을 검사하고 싶냐, 라고 묻자, 그녀는 ‘당신(you)“이라

고답한다. 그러고 나서바로 당신에 대한 불만이접수

되었다고 덧붙인다. <다운 위드 러브>에서는 캐쳐와

피터가 남자 양말길이에 대한 이야기를나누는도중에

우연히 비서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이때 그녀

가듣게 되는 것은, 남자 것의평균길이가얼마냐, 자네

것좀보여달라, 길이좀재 보자는 피터의말과 긴 자

를 가져오라는 캐쳐의 대답 등이다. 이러한 코미디 전

략은, 이 글의본문에서확인할 수 있듯이, 두 영화의 화

면 분할 장면에 그대로 기입되어 있다. 어찌보면, 로맨

틱 코미디 영화의 화면 분할이 코미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코미디 특성이바로 그

작품의 코미디 특성과일치하는 것은 지극히당연한일

이다.

물론 이상의 결과는 <필로우 톡>과 <다운 위드 러

브>단두편의 영화만을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영화의 화면 분할 양상을 로맨틱 코미디 장르 전체로

확장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일단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화면 분할에 대한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시론이자 사례분석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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