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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성 여성>의 사운드 분석
Sound Analysis on <Masculine Fem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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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남성여성>은 장뤽 고다르 감독이 벨바그의작가로서 최 로 그의 화 안에 당 의 정치 분 기

를 달하려고 한 환 이 되는 작품이며,끊임없이 질문하는 화이고,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화’이

다.본 논문은<남성여성>의복잡한 사운드구조를 해석하기 하여 화의사운드를 분석한다.고다르는

사운드의 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이 화에서 ‘직 사운드’,온,오 사운드를 활용한 인터뷰,다자의

내 이션,텍스트의 낭독,감독에 의해 통제되고 선택된 음향,음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실험한다.<남성

여성>은 범 하게활용된즉흥 인 사를활용하면서마르크스-코카콜라세 를기록한 리즘 작품

이다.

■ 중심어 : 장 뤽 고다르 사운드 인터뷰 내레이션 음향

Abstract

<MasculineFeminine> wassomewhatofaturningpointforGodard,allowingtheNovelle

Vagueauteurtoaddressforthefirsttimethecurrentpoliticalclimateoftheworldinoneofhis

film,andthisfilm isafilm ofconstantquestioningandis,inthetruestsense,a‘talkingfilm’.

Inthispaper,Iattempttoanalysethesoundofthisfilm tointerpretthecomplicatedsound

structurein<MasculineFeminine>.Godardwasawareofthepowerofsoundandexperimented

diversemethodssuchas‘directsound’,interviewingusingtheeffectofon-soundandoff-sound,

multiplenarration,readingatextaloud,soundeffectandmusicwhicharecontroledandselected

byhimselfinthisfilm.<MasculineFeminine>,withitslargelyimproviseddialogue,wasawork

ofjournalism whichwasrecordedagenerationofMarxCoca-Cola.

■ keyword : Jean Luc Godard Sound Interview Narration Sou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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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남성 여성 MasculineFeminine>은 새로운 화에

한 근원 이며 다양한 실험과 방법을 모색한 장 뤽

고다르 Jean-LucGodard감독의 1966년 작품이다.이

시기 고다르는그가 1952년 에세이스트로서 화에

한 을 처음 쓰기 시작하고,1960년 화사에서

하나의획기 인 상으로기록되는첫장편 화,<네

멋 로 해라 Breathless>(1959)를 시작으로 <작은 병

정LePetitSoldat>(1960),<여자는여자다AWoman

is a Woman>(1961),<비 르 사 비 Vivre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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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1962),<기 총 부 LesCarabiniers>(1963),

<경멸 Contempt>(1963),<알 빌 Alphaville>(1965),

<미치 이피에로PierrotLeFou>(1965)등14편의

기 표 인 장편 화를 제작하고,기존의 화 체계

와 통과의단 을시도하며거리에뛰쳐나간 벨바

그NouvelleVague의 은동료작가들과새로운정신

과 태도를 공유하면서, 히트의 반환상주의 미학을

수용하여기존 화와는 다른새로운 화제작의

방법을실험한다. 객의 극 참여를유도하며 화

와 객과의새로운 계를실험한다양한방법들은고

인 할리우드 스타일의 내러티 괴,에세이로서

의 화,극 화와다큐멘터리의공존,다양한텍스트의

인용과장르의 괴, 통 인미장센과몽타주의거부,

카메라와사운드의창의 사용과같은 화제작 반

에 걸쳐 나타난다.수잔 손탁 SusanSontag은 이러한

고다르의 화에 한 근을단순이지성 인우상

괴자가 아닌,음악에서 당 에 지배 인 음조 언어를

거부한쇤베르크나회화에서리얼리즘 인형상화와3

차원 인 회화 공간과 같은 신성화된 규칙에 도 한

입체 의도 과같다고평가했다[1].즉,이시기고다

르는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가의 태도

와 감수성으로 화제작에 근하여 화와 객과의

계, 화를통한 객의 실지각의변화, 화언어

와일반언어의차이와같은‘화란무엇인가?’에 한

범 한 의문을 새로운 화 제작을 통해 사유하고,

<남성여성>을기 으로보다 실 이며정치 인삶

의 문제를 극 으로 탐구하기 시작한다.

<남성여성>이후,고다르는<메이드인유에스에이

MadeInUSA>(1966),<그녀에 해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 2Ou3ChosesQueJeSaisD'Elle>(1966),

< 국 여인 La Chinoise>(1967),<주말 Week

End>(1967)등의 화에서 보다 극 이며 자유롭게

에세이 인형식을활용하며,구체 인 실의삶의

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주제를 지니고 사회 ,정치

근을 시도한다.이 시기 고다르의 화는 마치 그가

직 쓴일기처럼이야기의틀에서벗어나 화매체의

본질을 탐구하고,인간과사회를기록한다.<남성여

성>은고다르스스로가밝힌듯이,1950년 에그가속

해 있던 벨바그 작가 그룹의 동료 의식에 한 열망

과트뤼포와함께했던 은시 을떠올리며1965년

랑스의 은이들을 다룬 화이며,<네 멋 로 해라>

이후,그가 구축한 다양한 새로운 형식과 스타일을 통

합하여 새로운 시 의 청춘과 정치,사회 실에

한 그의 사상과 감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 <남성 여성>은 그 어떤 화보다도 많은 언어

를 쏟아내는 ‘말하는 화 talkingfilm’이다.고다르는

마치언어에 한강박 념을가지고있는것처럼,이

화를통해끊임없이말한다.이러한언어는배우들의

화,인터뷰,내 이션,낭독,그리고다양한자막을통

해서드러난다.고다르는이 화의캐스 과정에서도

주연 배우들에게 연기에 한 오디션 없이 그가 오직

생각하고있는바를말로표 할것을요구했고,이

화에 한인터뷰에서“사운드는이미지의보완물이아

니다.이미지가사운드를보완할때도있고때론두가

지가경우가공존한다.사운드가언어인것만은아니다.

사운드는 모든 것이다. 화는 상당 시간 동안 스크린

에 아무 이미지 없이 단지 사운드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2].

Ⅱ. 선행연구, 방법론, 목적

본 논문은 고다르가 벨바그의 화 명가로서 가

장왕성한활동을하면서다양한형식실험과사회,정

치 실에직 으로 착하기시작한시기에제작한

<남성 여성>의 사운드를 분석한다.고다르에 한 국

내외논문들은주로그가새롭게시도했던이미지와몽

타주,스타일등 화의 특성에 한 것과 벨바그,

히트,다큐멘터리와극 화의결합,자기반 성과같

은 화에 한철학과 근을담고있는것,그리고매

춘이나 미국식 자본주의의 비 ,페미니즘,정치,사회

성을다룬내용으로구분할수있다.아쉬운 은고다

르 화의사운드와 련된논문은국내외모두상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다.국외 논문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알란 리엄스 AlanWilliams의 짧은 논

문,<고다르의 사운드의 활용 Godard’s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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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3]이다. 리엄스는고다르의다양한사운드의

실험을본질 으로 히트서사극의포스트모더니즘

의 실 이라고 주장하면서,그의 근을 바쟁 Bazin과

에이젠스타인,베르토 Vertov의 화 이론의 연장

선으로보았으며,고다르의 화들속에서도언어를다

양한 양식으로 활용한 <남성 여성>, <경멸

Contempt>,<만사형통 ToutVaBien>등을 사례에서

창의성을 설명한다.하지만 이 논문은 고다르 화

체에활용된사운드의 특징을 범 하게정리하여 개

별작품에 용된심도있는분석은이끌지못한다.국

내고다르 련연구 에서<남성여성>을다룬논문

은 무하며,더욱이고다르의사운드를연구한논문은

극히제한 이다.조화림,김건의< 화에서음악의역

할:고다르의 <주말>을 심으로>[4]는 보기 드물게

고다르의<주말>에나타난음악 행 를 심으로시

스를분석하지만,주제와 상이음악에한정되어

화 체의사운드방법론을제시하지못한다.고다르가

역사 으로그 어떤감독보다 언어와 사운드의 요성

을 인지하고, 범 한 실험을 개한 을 고려하면,

국내외 연구는 여 히 미진해 보인다.이는 한 상

과서사에비하여상 으로홀 받아온사운드이론

과분석에 한연구물의부족탓일것이다. 화

에서사운드는기술 인성장과함께감독의사상과연

출을 이해하는 핵심 인 요소이며,고다르 감독의 <남

성 여성>과 같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운드가 활용

된작품분석에있어서는오히려 상보다먼 해석되

어야할필요가있다.본논문은먼 고다르이 의

화의역사속에서사운드의도래와함께진행된사운드

이론과논쟁,창작의역사를먼 정리하면서,고다르의

창의 인 사운드의 활용의 의미를 찾아보고,구체 이

고 실증 으로 <남성 여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남성 여성>의 사운드 분석을 하여 먼

고다르의 사운드를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추구하

기 해 시도했던 직 사운드,인터뷰로 구분하고,집

단 인시 을추구한형식으로다자의내 이션,

히트 인 향으로자기 반 성의양식인텍스트의 낭

독,그리고 언어 이외의 통제된 음향과 음악으로 챕터

를 분류하여 <남성 여성>의 표 인 사운드 특성을

제시하고,다니엘퍼체론DanielPercheron이‘화에서

의사운드와이미지와디제시스에 한사운드의 계’

에서 화사운드의도상 기능과다이제틱기능을구

별하기 해 사용한 사운드 분류법을 활용하여끊임없

이 쏟아지는 다양한 사운드의 시,공간 으로 확장된

역을 제시하여 고다르의 창의 인 사운드의 사용을

탐구하고자한다[5].퍼체론은먼 사운드를이미지와

연 된출처의 치에따라온,오 (화면밖)로구별한

다.온사운드는발화된언어,음악,음향효과로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오 사운드는 스토리 세계로부터 근

거한 디제틱 diegetic사운드와 스토리의 공간 밖에 출

처를둔비디제틱extradiegetic사운드로나 수있다.

비디제틱 사운드에는 스토리를 설명하기 한 해설과

특정한정서를강조하기 한배경음악이있다.디제틱

사운드는사운드와 상의시간의일치여부에따라비

동시사운드와동시사운드로구별되며,비동시사운드

는 회상 장면에 더해지는 보이스 오버가 해당된다.퍼

체론의 사운드 분류는 데이비드 보드웰 David

Bordwell이 ‘화 술’에서 제시한 것보다 소리의

역을더세분화하여구별하며,<남성여성>과같은실

험 이며창의 인 사운드의 출처와 확장의 분석에 도

움을 다.퍼체론의 사운드 분류는 사운드의 시간과

공간,디제시스의 역에서출처를확일할수있는기

을제시하며,국내서 이나논문에서는아직소개되

지 못한 연구이다.이처럼 고다르의 화 철학,형식

미학,사운드의 물리 특성에 의해 소리를 구별하고,

퍼체론의사운드분류를통해사운드확장의 역을제

시하여 <남성 여성>의 사운드를 분석한 방법론은 이

화의사운드를입체 으로해석할수있는근거를제

시한다.

본 논문은 목 은 화 자체에 한 질문을 던져온

고다르가 실의 문제에 극 으로 뛰어들면서 격변

의 1965년의 새로운 세 를 기록한 ‘말하는 화’,<남

성여성>의사운드를체계 이고입체 으로분석하여

고다르의창의 사운드 근 방식을 구체 으로 실증

하는 것이다.고다르는 종종 화에 사운드가 추가된

이래로 화는 더 이상의 시각 술이 아니라고 밝혔

고,끊임없이 언어와 사운드 반에 하여 창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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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개해왔다.본논문은국내외 으로여 히고

다르의 화의 사운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석 틀을 통하여 그의 사운드 실험의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시공간과 디제시스 역에서의 사운드 역

의확장을검증하여고다르연구의새로운 근을제시

하고자 한다.

Ⅲ.‘직접 사운드 direct sound’의 진화

화의 역사에서 최 의 발성 화로 기록된 <재즈

싱어 TheJazzSinger>(1927)의 출 이래로,여러

화작가들과이론가들은 발성 화가 30여년이상 지배

했던 상 언어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이

듬해 소비에트의 에이젠스타인 Eisenstein과 도푸킨

Pudovkin,알 산드로 Alexandrov는 반미학 인 발

성 화를 거부한 사운드의 법 사용을 지지했고,

‘순수 화purecinema’의주창자인르네클 르Rene

Clair는연극같은장황한 사를사용한 화를비동시

인사운드의활용으로시 인에 지를회복할수있

다고보았으며, 국의 감독 바실 라이트BasilWright

와비평가비비안 라운VivianBraun은사운드 화

와발성 화를구분하고무 연기를기록하듯촬 된

화를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시기 발성 화에

한 가장 인상 인 비 은 루돌 아른하임 Rudolf

Arnheim이1938년에발표한‘새로운라오콘: 술 합

성물과발성 화’에드러난다.아른하임은이논문에서

모든합성 인 술에서 하나의 매개체는반드시다른

것을 지배하며, 화의 추가는 이미 완벽하고 완 한

움직이는 이미지의 표 성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하며

발성 화는 화 술의 발 을 퇴보시킨다고 주장했

다[6].이 같은 고 인 사운드 이론가들과 감독들의

입장은 기본 으로 배우들에 의해서 달되는 발화된

언어에 한거부 다.하지만,‘텅빈암흑의이미지에

서 들리는 사운드는 객에게 주된 정보의 채 이 되

고,이미지의 역할을 신한다[7].’고 기록한 송과

스트로 와 같은 감독들과 메츠 Metz와 마린 안 도앤

MaryAnnDoane과같은 이론가들은발화된사운

드를 더 이상 비 이거나 으로생각하지 않고

요한 요소로 수용하고,창의 인 활용을 강조한다.

고다르의 사운드 사용의 방법론은 장 마리 스트로

Jean-MarieStraub와 그의 아내 다니엘 Danielle

Huillet가실천했던‘직 사운드directsound’에기반을

둔 것이다.스트로 는 그 시기 모든 사운드를 후시 녹

음했던 이탈리아 화와 직 사운드와 사운드 믹싱에

의한후시사운드를혼합한미국 화들은조작을통해

공간을 변형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기 사운드 화들

이보여주었던진실성과단순함을실천했다.로베르

송RobertBresson의조감독이기도했던스트로 는

이 의 감독들과는 달리 사운드가 상과 동등한 독립

인 역이며때론이미지를지배할수있다고생각했

던 송의 근을 극 으로 실천한 것이었다.

고다르는 <남성 여성>에서 자신의 어떤 화보다도

많은발화된언어를 부분 본에서 비된언어가아

닌즉흥 으로창조된다양한방식으로사용하고,사례

를찾아보기힘든낯선방식으로음악과음향을활용하

여1965년격동기의 랑스와청춘의정서를기록하고,

범 한정치,사회 상들과 화에 한자신의메

시지를담는다.이미지와사운드에 한고다르의 근

은발성 화가태동하고발 해온이래로가장도

이며 면 인새로운실천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

이며,고다르 화의 이해를 한 가장 주요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Ⅳ. 인터뷰 - 온, 오프 사운드의 창의적 활용

<남성여성>은이제막스무살이된 리의청춘들

이 주인공이며,모 상 Maupassant의 <신호 The

Signal>와 <폴의 아내 LaFemmedePaul>를 각색하

여 한 소년이 소녀를 사랑하지만,그녀는 다른 소녀를

사랑하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리로 출발한다.

일자리를 구하던 폴 Paul이 가수로 데뷔한 마들

Madeleine을사랑하고,마들 은폴과동성룸메이트인

엘리자베스 Elizabeth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폴의친구인로베르는카트린Catherine을사랑하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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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린은폴을사랑한다.고다르는폴과마들 을 심으

로다섯 은이들의엇갈리는 계속에서그가 화의

자막에서‘마르크스와코카콜라세 ’로규정한청년들

을그려낸다.엇갈리는사랑에 한이야기를느슨하게

유지하고,다양한방법으로인과 계를토 로한고

인 할리우드 스타일의 골격을 의도 으로 괴하면

서그는1965년 재를살아가는 은이들이무엇을생

각하고,어떤음악을들으며, 쟁과정치 상황,성과

피임에 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가감없이기록한다.

이 화의 기본 인 화 양식은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수많은 범 한 역의질문들이캐릭터들서로

에게주어지고 부분은모호하게미해결로남는다.심

지어폴은 화 반에직업을여론조사기 의조사원

으로바꾸어사람들에게끊임없이질문을던진다.고다

르는<400번의구타>에출연한이후<결혼한여인>과

<알 빌>에서그의조감독으로일했던장피에르 오

Jean-PierreLeaud를폴의역할로캐스 한것을제외

하고,첫번째음반의성공을즐기던신인가수샹탈고

야ChantalGoya를비롯해서다른모든캐릭터들을연

기경험이 없는 은이들을선택하여실제로살아

가는데로행동하고생각하는바를말하라고요구한다.

한이 화를몇장의 거리로요약하고,‘15개의정

확한사실들’이란부제로시 스를나 고일상 인공

간들(거리,카페,아 트,사무실,동 세탁소등)에서

배우들을 한리허설을진행하지않고촬 한다.샹탈

고야는후에고다르가첫만남부터연기오디션을하지

않고,그녀가무엇을좋아하고,어떻게살고,무엇을읽

고,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지와 같은 개인 인

질문만을했다고회상했다[8].고다르에게1965년 랑

스는그가 화속내 이션으로표 한것처럼제임스

본드와베트남 쟁으로 변되는혼란의공간이고,그

시 의청춘은마르크스와코카콜라세 이며,그들자

체가곧 화의핵심 인 심사 다.고다르는엇갈리

는 청춘의 사랑이야기를 거리로 선택했지만, 극

으로다큐멘터리 양식을 결합하여격변의시 를살아

가는 은이들을 거짓 없이 기록하려고 시도한다.“진

정한 화는 카메라 앞에 단지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것

이다. 화에서우리는사고하는것이아니라사고되어

진다[9].”고 화를정의했던그는<남성여성>에서인

물들의진실성을담기 한강력한수단으로먼 인터

뷰를 활용한다.

<남성여성>에서인터뷰양식을활용한장면은폴과

마들 의 화/사무실 화장실(9분),소비재와의 화

‘미스 19세’(6분 20 ),로베르와 카트린의 화/아 트

(7분50 ),‘라디오유럽’기자의마들 인터뷰/거리(1

분20 ),카트린,마들 의인터뷰/경찰서(2분30 )등

다섯신으로구별할수있다.이 에서폴과마들 의

화,로베르와카트린의 화장면은질문자와답변자

가 다른 신처럼 구별되지 않고,교 로 역할을 바꾸는

화 장면이지만 온,오 사운드의 형식 활용 측면

에서 직 인터뷰와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고다르는

화 체에서결말이라고할수있는폴의우발 이고

비극 인 죽음을 카트린,마들 의 인터뷰로 신하면

서새로운세 에 해진지하게사회학 탐구를진행

하고,그들의 삶과 사고를 추 하고,실생활을 낱낱이

기록한다. 개의고다르 화처럼,촬 은리허설없이

즉흥 상황에서얻어질수있는진실을담으려는방식

으로이루어졌지만,답변자의거짓없는반응을담으려

는 질문은 철 히 계산된 것이었고,이를 해 고다르

는서로에게인터뷰하는 화장면을배우들을각각따

로 분리하고 그 스스로가 직 질문해서 얻은 반응을

편집과정에 삽입하기도 했다.

4.1 폴과 마들렌의 대화/ 사무실 화장실(9분) 

화의 반부에 폴이 마들 에게 심을 표하면서

시작되는 9분간의 긴 화 장면은 이 화의 주인공인

두 은이의 데이트 신청을 소재로 다소 직설 인 질

의,응답으로 구성된다.폴은 고다르의 자화상,분신이

라 할 만큼 직설 이고,즉흥 이며,낭만 이고, 트

있게 화를 이끌고,시종일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

듬는 마들 은 패션에 심이 많고,가수를 꿈꾸는 귀

여운 이미지로 당히 거리를 두고 폴을 찰한다.둘

은서로에게번갈아가면서데이트,가족 계,섹스,매

춘,일등에 해질문하고 답한다.서로에 한첫

화라고보기엔다소직설 이고, 범 한주제에 한

화의 끝에 마들 이 폴에게 “네 세상의 심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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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고 질문하고,폴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마

들 은자신이라면‘나’라고 답했을거라고덧붙인다.

고다르는 둘의 화를 통해서 사회주의와미국 문화의

향속에서살아가는서로다른남성과여성을소개한

다.폴은 진 이며,낭만 이고,사색 이며,마들

은 실 이고,자기 심 인 사고를 들어낸다.

둘의 화 장면은 습 인 화들에서 취하는 방법

과는 상이하게 묘사된다.일반 으로 고 인 할리우

드스타일의 화속에서두사람간의 화장면은심

리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계’를 강조한다.반면,고

다르는 첫 화 장면에서 투 쇼트로 인물을 소개하고,

마지막까지인물을동일한사이즈의 단독쇼트로담아

개개인을 강조하면서 부분의 화를 질문과 답변 형

식으로 구성한다. 상과 소리의 공간 출처에 따른

구별인온사운드(화면에서소리의원천이드러나는경

우,화면 역)와오 사운드(화면밖에소리의원천이

있는 경우,비화면 역)의 활용을 보면,질문은 항상

오 사운드로이루어지고,답변은온사운드로 달된

다[10].다시말해서,둘의 화를일반 인다큐멘터리

의 취재 인터뷰처럼 구성한 것이다.오 사운드는

객에게 비가시 인 비화면 역의 존재를 안내하고,이

를 통해 새로운 공간에 한 기 와 호기심을 발할

수있기때문에고 인스타일의 화에서공포나스

릴러와 같은 장르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화 장면의

경우,분리된화면의자연스러운연결이나리액션쇼트

를강조할경우 범 하게활용된다.하지만,고다르는

폴과마들 의 화에서항상질문자를화면밖에 치

시켜 오 사운드로 질문을 던진다.화면 속의 인물은

답을찾는다양한리액션을보이며온사운드로답변한

다.이경우,비화면 역의질문자는화면 역의답변자

보다 화의 계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고, 객은 화

면 역에서다양한표정과함께 온사운드로 응답하는

답변자를 심도 있게 찰할 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이같은온,오 사운드를활용한질의,응답방식의장

면 연출은 다른 화장면에서도 반복 으로 활용되며

<남성,여성>의가장 요한사운드특징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2 로베르와 카트린의 대화/ 아파트(7분 50초)

열두번째장면임을알리는자막‘12’로시작하는로

베르와 카트린의 화는폴과 마들 의 화와내용과

형식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화는 카트린을 좋아하는

로베르가 폴과의 계를 질문하면서 시작되고,데이트

와섹스,매춘,민주주의에 한소재로발 한다.폴과

의 화 동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던 마들 처럼

카트린은사과를입으로베어 물으며 방어 인태도를

취하고,로베르는 담배를 피우며 폴보다 더 진 인

태도를 취하며 정부에 한 불만을 드러내고, 명의

실천에 한 메모를 읽는다. 부분의 장면들은 폴과

마들 의 화처럼,오 사운드로질문이던져지고,온

사운드로응답하는답변자의반응을강조한다.다만,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베르가 조직원들에게 강의할

명에 한메모를둘이서로교 로읽는장면은단독

쇼트가 아닌 투 쇼트로 설정되고,이어서 총 소리와 함

께‘이 화는마르크스와코카콜라의세 에 한이야

기이다.’는자막이연결된다.이야기안에서새로운세

와남성,여성에 해시네마베리테 인탐구를시도한

고다르는 이 신의 마지막부분에서 로베르의 메모 낭독

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객에게 직 달하고,이

은이들을 ‘마르크스와 코카콜라’의 세 로 정의한다.

폴과 마들 의 화에서 고다르는 화의 간에 끊

임없이들려오는다양한사무실소음(웅성거리는 화,

타이 치는 소리,한 여성의 화 받는 소리,음악 소

음,벨 소리,휘 람 소리)을 차단하지 않고 화면

안에 담는다.이러한 소음은 퍼체론의 분류에 따르면,

오 ,디제틱,동시 사운드이며, 객에게 그들이 화

하는 사무실 공간을 거짓없이 생생하게 달하는 역할

을 한다.로베르와 카트린의 화에서도 거리 소음과

열차의달리는소리와같은도시아 트의공간소음이

지속 으로 동반된다.그리고 폴과 마들 의 화와는

다르게 한 여성 가수의 노래가 세 번이나 화 간에

끼어들린다.이음악은다른소음과같은오 ,디제틱,

동시사운드가아니라,오 ,비디제틱사운드,즉배경

음악으로구별할수있다.이음악은주로카트린의

화장면에간헐 으로삽입되어,가볍고감성 인그녀

의 사고를 변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524

4.3 소비재와의 대화‘미스 19세’/실내(6분 20초)

여론 조사원으로 직업을 바꾼 폴은 잡지 ‘미스 19세’

에서 ‘미스 19세’로 선정된 마들 의 친구를 인터뷰한

다.6분이 넘는 롱 테이크 쇼트는 오 사운드로 쉬지

않고이어지는폴의질문에반응하는소녀에집 한다.

폴의 질문은 그녀가 ’미스 19세‘에 뽑힌 과정부터 사회

주의의미래,미국식생활방식,정치 상황,피임,섹스,

쟁등 범 한 역으로이어지고,가볍게인터뷰에

임하던 소녀는 정치사회 인 질문자체에당황하면서

미국식생활방식에 정 인입장을취한다.자막‘소비

재와의 화’에서 알 수 있듯이,고다르는 미국식 자본

주의가치에길들여져격변의세상에 해무 심한새

로운세 의‘여성’을즉흥 인인터뷰형식으로기록한

다.마들 이공허한메아리처럼사랑을노래하는새로

운상품을 변하듯이‘미스19세’는 은이들이소비하

는 잡지의 산물이며 소모품이다.세상의 심은 ’나‘라

고 언 했던 마들 처럼 ‘미스19세’는 자기 심 이고,

당시 통령선거에서쟁 에하나 던피임과낙태

와 같은 여성의 문제와 베트남 쟁에 해 무지를 드

러낸다.고다르의 신세 ‘여성’의 정치,사회 인 무

심과이기심에 한비 은자막을통해서직 으로

표출되기도한다. 화의 반,카트린과엘리자베스가

섹스에 한 의견을 나 는 장면 다음 ‘두더지는 무의

식 으로특정한방향으로굴을 다.’는자막이연결된

다.그러나 고다르는 화의 후반부,폴의 마지막 내

이션을 통해여론조사의 한계와 왜곡에 해 성찰하기

도 한다.“난 알게 되었다.그런 질문들은 집단의식을

반 하기보다는왜곡한다는것을.불가피하게던진질

문에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다.”

4.4 ‘라디오 유럽’ 기자의 마들렌 직접 인터뷰/ 거

리(1분 20초)

‘라디오 유럽’기자의 인터뷰는 ‘소비재와의 화’와

는 달리 질문자가 답변자와 한 화면 안에서 온 사운드

로 화하고,마들 은거짓답변으로허 의식을드러

낸다.그녀는 폴이 자신의 비서인 척하며 차를 비하

라고 허풍을 떨고,바흐,비틀즈,펩시콜라를 좋아한다

고 답변한다. 화 속에서 그녀는 폴이 좋아하던 클래

식을듣기싫어했지만,태연하고가볍게바흐를좋아한

다고 거짓말을 한다.고다르는 이 인터뷰를 통해 마들

의 진 하지 못한 가벼움을 드러냄과동시에여론조

사나인터뷰의결과가오히려진실을왜곡할수있음을

제시한다.마들 이 거짓 답변을 할 때,고다르는 화

의 곳곳에서 꾸 히 활용하던 총소리를 삽입한다.이

총소리는 화의디제시스 공간의 출처가 아닌비디제

틱사운드이며,감독이 객에게주의를환기시키기

해 사용한 음향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4.5 카트린, 마들렌의 단독 인터뷰/ 경찰서(2분 

30초)

고다르는 폴의 어이없는 죽음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신,경찰서에서의 카트린과 마들 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충격 인사실을 한다.마지막자막‘15’뒤에

카트린의클로즈업이보이고,“어떻게된겁니까?”라는

사무 인남성의목소리가오 사운드로들린다.카트

린은사진을 으려다건물에서떨어진폴의상황을설

명하고 자살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다.이후 타이

를 치는 조사 이 보인 후에 마들 이 등장한다.고다

르는 습 인 내러티 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발 사건으로주인공폴의죽음을암시하고,상황을

진술하는마지막인터뷰신을 통해 카트린과 마들 의

반응에 집 한다.폴의 죽음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두여성은미련이나감정이남아있지않은표정으로담

담하게 진술하지만,마들 은 임신 후 계획을 묻는 질

문에 커튼 을 언 하며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다.고다르는 임신한 마들 의 설정을 통해 사회,정치

이슈들에무 심했던그녀가이젠낙태에 한자신

을입장을선택해야하는상황에놓인것을보여주고

화의 끝을 맺는다.장면 체를 지배하며 지속 으로

들리는 날카로운 타이 치는 소리는 오 ,디제틱,동

시사운드로서 차갑고 딱딱한 조사실의분 기를 강조

한다.



영화 <남성 여성>의 사운드 분석 25

Ⅴ. 다자의 내레이션 

화를 ‘내면일기나 메모 수첩,독백’으로 생각했던

고다르의사운드연출의두번째특징은다자의내 이

션이라할수있다.그는인터뷰의 극 인활용을통

해 다큐멘터리나 르포르타주 양식을 드라마에 용하

면서 화속캐릭터로서가아닌새로운세 의 변자

로서 은이들을탐구하고,다자의내 이션을통해이

들의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일반 으로

화의 내 이션은 트뤼포 Truffaut의 < 과 짐 Jules

EtJim>처럼 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해설자가

진행하거나,주인공이 주 으로 내면의 소리를 객

에게 들려 때 활용되며,서사 의미에서 시 을 구

축한다.내 이션을 통해서 객은 이야기를 진행하는

주체를 확인할 수 있고,등장인물의 심리에 한 스토

리 정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다르는 인터뷰나

사로표 하지못한인물개개인의심리와정서를표

하고,때론 그 자신의 목소리를 달하기 해서

화에등장하는다섯인물모두의내 이션을활용한다.

1965년 랑스는 드골과 미테랑이 맞붙는 12월 통령

선거를앞두고,진보와보수의가치가첨 하게 립하

던 시기 고,베트남 쟁의 반 운동이 세계 으로

확산되면서 페미니즘,반미,인권, 명,사회주의의 가

치가 분출하던 장이었다.고다르는 <남성 여성>을

통해서그가만든이 의어떤 화보다도 실정치와

사회문제를직 으로 다루면서 랑스사회를비

하기 시작한다.

랑스국가가휘 람소리로자막 에오 사운드

로 흐르고,두발의 총성과 함께 제목이 소개되며,카페

에 앉아있는 폴의 이미지로 화가 시작된다.폴은 테

이블에 혼자 앉아 무엇인가를 메모하며,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두 시선이 만나는 일은 없다...침

묵...공허함...마르세이유에서온이름모를소년은하루

종일말한다.”그의언어는시 이며,음울하고,사색

으로 느껴지며,장난스럽게 담배를 입에 무는 행동은

자유로운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고다르는 폴의 첫

사를긴 낭송으로 시작하면서 그의내면의자유주의

낭만성과 고독의 정서를 달한다.폴의 첫 발화된 언

어인 혼잣말은 낭송이지만,내면의 이미지를 표 하는

일인칭 내 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남성여성>의첫내 이션은폴과로베르가카페에

서 헤어지고,잡지사 사무실이 소개된 후,마들 의 목

소리로 시작된다.“오늘날의 리, 은 여자들의 꿈은

뭘까요?...평범한 랑스 여자는 없습니다.”마들 은

미용사와 사르트르를 공부하는 학생의 삶을 떠올리

며 은 랑스여성의꿈에 해언 하고사무실에서

일하고쇼핑하는마들 과그녀의친구들,폴의 상이

음향없이흐른다.마들 의목소리는그녀의친구들인

카트린과 엘리자베스의 공동 의식을 변한다.고다르

는 내 이션이 흐르는 두 개의 쇼트에서 모든 음향을

완 히 배제하여, 객들이 내 이션에 집 하도록 유

도하고,이 후의 내 이션도 같은 방식으로 음향을 지

우고 사용한다. 화의 두 번째 내 이션은 폴과 마들

의9분간긴 화이후폴과로베르가카트린과엘리

자베스를 마들 으로 소개받는 활기찬 장면에서 폴에

의해이루어진다.폴은 재를제임스본드와베트남의

시 로 규정하고 “12월 총선의 패배로 랑스 좌 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마들 과의 발 된 계

설명한다.세번째내 이션은도시를가로지르는기차

길아래를걷는폴,로베르,마들 ,엘리자베스가서로

헤어지는 장면에서 다시 마들 의 목소리로 진행된다.

“ 리,1965년11월25일...첫싱 음반이내일나온다.

잘 팔리면 모리스 쿠퍼를 사야겠다.폴이 날 사랑해서

좋다.결국 그와 자게 될 것 같다.”일기체로 시작하는

마들 의 내 이션은 동거인 엘리자베스의 소개하고

폴과의두번째키스와그에 한감정을표 하며,그

녀의 물질 욕망을 표 한다.고다르는 두 사람의 내

이션을 통해 사색 이고, 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폴과 일상과 개인의 욕망을 요하게생각하

는 마들 의 사고를 병치시키고,두 사람의 계의 발

을 시간을 압축해서 표 한다.

<남성 여성>에서 네 번째 내 이션은 화의 반,

‘순수함이란 이 세상에 없다.그러나 10년에 한번은 잠

깐빛을발한다.’는자막뒤에폴의목소리로시작되고,

카트린,로베르,엘리자베스,마들 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 내 이션이다.폴은 “외롭고 끔 한 밤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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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하며 허무 이고 우울한 감정을 드러내고,카

트린은 생각을 달하는 주사약을발견한미국 과학자

이야기를 달하고,로베르는 양심과 사회 존재로서

의인간에 한철학 사고를들려주고,엘리자베스는

미래에 개발될 성 만족을 주는 의상에 해,그리고

마들 은 텔 비 과 차가 자유를 빼앗아갔다고 말한

다.이들의내 이션은일상 인풍경(카페,밤거리등)

에 다른 소리를 완 히 배제한 채 흐른다.고다르는

다섯 캐릭터 모두의 내 이션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이 화의주인공은한개인이아닌,새로운세 의

은이들이라는 을강조하고,이들이같은시간과공간

을공유하면서서로다른가치와생각으로시 를살아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화의다섯번째내 이션은 화속의 화장면에

서폴이스웨덴의비도덕 인섹스 화를보는 간에

흐른다.한남성이야만 이며폭력 인모습으로여성

에게오랄섹스를강요하는장면에서폴은마를린몬로

를언 하며슬 감정을표출한다.“우린 화 에자

주간다...우리가기 했던 화가아니었다.우리마음

속에 품고 있는 완벽한 화,만들고 싶은 화.”고다

르는동물의울음소리와 같은 단순한 언어로 화하는

배우들과폭력 인섹스장면을통해서미국 화를우

회 으로비 하며조르주페 GeorgesPerec의소설,

‘사물들LesChoses’에서인용한문장을폴의내 이션

으로 활용한다[11].<남성 여성>의 마지막 내 이션은

화의시작처럼카페에앉아담배를피우는폴의이미

지를 심으로이루어진다.도시의다양한이미지들(분

주한 거리,거 한 건설 장,카페,도시의 밤 풍경,백

화 ,쇼핑몰등)이 흐르고폴은수개월간 여론 조사원

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졌던 기억을 상기하고,조사의

왜곡과 한계를 언 하며,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양심 이기 해서는 세상에 개방 이어야 한다.정직

함이란시간이존재하지않는것처럼행동하는것이다.

지혜란인생을보는것,진정으로인생을보는것이바

로 지혜이다.”폴의 내 이션을 통해 고다르는 1965년

랑스의 정치,사회 실에 해 질문을 던지고,

화의 정치성과 역할에 해 성찰하고,그것에 한 그

의 방법론의 한계와 철학 소회를 털어놓는다.폴은

고다르의 리인으로서 무나도 명백하게 고다르의

삶의 의식을 내 이션을 통해 표출한다.

Ⅵ. 텍스트의 낭독

다자의내 이션과더불어<남성여성>의주요한사

운드 특성 에 하나는 배우가 이야기 안에서 메모나

책을 보며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이다.고다르는 히

트의반환상주의미학원칙을공유하며, 화텍스트가

스스로만들어져가는모습,작가성,다른텍스트들로부

터의 향,텍스트의 수용,혹은 작가의 개인 언술을

면에 드러내는 과정인 자기반 성을 극 으로

화에반 한다.다른텍스트를인용,표 ,그리고언

하면서 공존 계를 들어내는 ‘상호 텍스트성’은 그의

작품을해석하는주요한개념이라할수있다[12].<남

성여성>에서고다르는주로다양한정치사회 실

과실천의이슈들을 객들에게직 달하기 해배

우를 통해 신문 기사나 성명서,메모를 낭독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폴은 24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소년에

한 낭만 이고 허무 인 낭독 후에,마들 을 만나고

군생활에 한질문에장황하게군 와산업사회의시

스템에 한 메모를 낭독하며 답한다.곧 이어 로베르

를만난폴은 라질정부에의해구속된8인의 술가

석방에 한 성명서를 읽는다. 한 폴은 화의 후반

부에 마들 과 스웨덴 화를 보다가 뛰쳐나와 사실

에가서국제 으로합의된화면비율에 한사항을큰

소리로 낭독한다.폴 뿐 만 아니라,로베르와 카트린이

서로를 인터뷰하는 신에서 로베르는 명의 완수에

해서 질문하는 카트린에게 명의 비사항과 정신에

한 메모를 낭독하고,카트린에게 읽게 한다.

고다르는주요배우들을통해서뿐아니라,찬조출연

한 리짓 바르도 BrigitteBardot의 연극 본의 낭송

을 내 이션으로 활용하기도 한다.폴이 마들 과 엘

리자베스와카페에서식사를할때,마들 은연출가의

본 분석을 듣고 있는 리짓 바르도를 발견하고,바

르도는보티에Vauthier의 본을낭송한다.“건물들이

들어섰고그것들은잘못되었다...사람들은행복을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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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랄것이아무것도없었다.”고다르는 리짓바르

도가 보티에의 본을 낭송할 때 도시의 건설 장,밤

거리,지하도의 이미지 같은 리의 재 상을 보여

다. 화의 앞부분에서 남편을 총으로 쏜 여인이 카

페에서매춘부가되어나치의집단수용소를언 하고,

마들 과폴의매춘부들에 한 화후에이어진바르

도의낭송은자본주의사회이면의어두움을묘사한다.

<남성여성>에서인물들의낭송은때론연극의방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폴이 마들 과 엘리자베스가 자는

침 에들어가마들 을안고잠이들때,마들 은허

공을보고말한다.“사랑아,사랑아...내사랑은바다속

꿈속에 있네.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직면해있네.”마들

의시 인어구의낭송은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객만들을수있는것으로약속된방백이며,마

들 의 주 인 일인칭 내 이션처럼 내면의 목소리

를 들려주고 불안한 결말을 암시한다. 한 고다르는

카트린이 단두 모형으로인형의목을 자르는 장면에

서느닷없이 군가의격정 인선거지원연설을삽입

한다.마르키 드 사드 MarquisdeSade에 한 질문을

폴에게 한 카트린이 카메라를 직 바라볼 때,격정

인 앙드 말로 André-GeorgesMalraux의 드골 De

Gaulle지지연설이흐르고,카트린은모형단두 로인

형의목을자른다.고다르는첨 하게 립하던드골과

미테랑의 통령 선거 을실제 말로의 드골지지연설

을인용하고,장난스러운인형의단두장면과결합하여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Ⅶ. 통제되고 선택된 음향과 음악

7.1 음향

기본 으로사운드는물리 인특성에따라 사,음

향,음악으로구별할수있다.<남성여성>에서고다르

는직 사운드를기본으로사운드디자인을설계한다.

그는 화 내용 일부가 촬 장의 소음 때문에 들리

지않는것조차도감안한다.음향효과의높이,볼륨,템

포 등은 어떤 주어진 소리에 한 객의 반응에 강하

게 향을미칠수있다.<남성여성>에서가장기억되

는 음향 효과는 여러 자막에 사용된 총소리라고 할 수

있다.<남성여성>은 화의제목과함께두발의총성

으로 시작되고 한 발의 총성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다르는 15개의 자막 에서 그 자신이 객에게 직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에 총성을 덧붙인

다.‘철학자와 화감독은 그 세 의 세계 을 공유한

다.’,‘두더지는의식하진않지만,특정한방향으로만굴

을 다.’,‘이 화는마르크스와코카콜라세 의이야

기이다.’와같은자막 에여러발의총성이울린다.일

반 으로높은음조의음향은 객의귀에거슬리게들

리고,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고다르가 <남성 여성>

에서15번이상사용한총소리는 객이이야기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며,순간 으로 주의를 환기시키

는효과를갖는다.이러한총성은 습 인 화에서는

활용되지않는비디제틱사운드로서마치배경음

악과도같이감독의선택에의해활용된사운드이다.자

막이나마들 이거짓으로인터뷰에응할때사용한총

소리와는 달리 <남성,여성>에는 카페에서 한 여인이

남편을 총으로 쏘는 장면과,기차 안에서 한 여성이 흑

인을총으로쏜장면처럼디제틱총성도존재한다.고다

르는 화 도처에서 반복되는 총소리를 통해서 만연한

시 폭력을 객에게상기시키고,이를통해서베트

남 쟁과미국식자본주의에 해강하게비 한다.

한그는 부분의신에서공간소음을강조하여 실감

을극 화하고,있는그 로를기록하려고시도한다.

화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거리 소음, 화벨 소리,당구

장 소음,자동 세탁기 소음,핀 볼 사운드,타이 치는

소리등은제어되지않고거칠고소란스러운공간을제

시한다.이와는반 로고다르는이 화에서빈번히모

든음향을지운‘침묵’의효과를자주활용한다.주로

리의다양한거리풍경과카페,백화 같은생활공간의

뉴스릴 이미지 에 그는 인물들의 다양한 내 이션을

결합한다.이다큐멘터리이미지들은그자체로1965년

리의 기록이며, 객들은 내러티 의 단 감을 경험

하면서 강조된 내 이션에 귀 기울이게 된다.

7.2 음악

고다르는 음악 한 음향이나 발화된 언어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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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철 히 주 으로 선택하고 제어하여사용

한다.일반 으로 습 인 화에서 음악은 반 인

분 기나특정한정서를 달하며,극의맥락에 극

으로 활용되면서 객의 감정을 고조시킨다.<남성 여

성>에서 음악은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기여하기 보

다는오히려거리두기와 소외 효과의 요소로서 분열

이며, 편 으로사용된다.고다르는먼 음악자체의

사용을 제하고클래식음악과마들 이직 부른

음악을 조하여,폴과마들 의다른감성을부각시

킨다.마들 은 폴에게 그가 듣는 클래식 음악을 ‘이상

한’음악이라고 말한다.“이제 당신을 안 믿어요.

에 수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믿었죠...”마들 이 부른

노래가사는가볍고이기 이며 소비 인신세 여성

의사고를 변한다.반면,고다르는카메라를보며‘여

성’에 해 질문을 던지는 폴의 클로즈업 뒤에 부드러

운 클래식 음악을 연결한다.‘순수...이 세상에서 사라

져버렸다.하지만,10년에 한번을 빛을 발한다.’는 자막

에흐르는클래식음악은폴과고다르의정서를드러

낸다.<남성여성>에서음악은총소리와같은음향효

과처럼 작스럽게 시작되고 단되며 사용된다.폴이

마들 에게청혼하기 해조용한자리를찾을때,“날

떠나지 않을 거죠?날 보낼 건가요?...”라는 가사의

음악이흐르고갑자기 단된다.폴이청혼하고,마들

이나 에얘기하자고한후,“...내게진정한첫사랑이

올까요?천생연분이곧날찾아올까요?”라는가사를담

은 노래가 다시 흐른다.내 이션이 사용될 때,고다르

는모든음향을배제했지만,음악이나오는부분은 부

분 장 소음을 지우지 않는다.<남성 여성>에서 음악

을지속 으로 단시키면서 편 으로활용한 표

인 는 화 장면이다.폴과 마들 ,카트린,엘리자

베스가극장에들어서고,엘리자베스는폴과마들 사

이에 앉고 폴은 자리를 옮겨 카트린의 에 앉는다.유

행가가 화를 보는 이 세 들을 변하듯 지속 으로

흐르지만,극장 안 소음, 화 속 음향, 사가 들릴 때

마다 단 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면서,소란스러

운분 기를연출한다.<남성여성>에사용된음악들은

부분 비디제틱 사운드지만,낭독이나 총소리와 같은

음향처럼고다르가자의 으로선택하여내러티 의연

속성을 괴하고단 감을 달하면서 객과능동 인

계를 설정하기 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Ⅷ. 맺음말 

<남성여성>은 화사의일반 인 통에반기를들

고,새로운도 을실천한장뤽고다르감독이허구와

다큐멘터리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실험이 정에 이른

시기인 1965년에 랑스의 정치,사회 실에 더욱

착하여 새로운 세 를 기록한 화이다.‘말하는

화’로 불린 정도로 끊임없는 발화된 언어를 담고 있는

이 화에서 사운드는 상보다큰 비 으로 다루어진

다.고다르는‘직 사운드’을 통을이어받아동시녹

음한 사운드를 주로 소리를 만들었으며,즉흥 이고

창의 인 인터뷰,다자의 내 이션,텍스트의 낭독,통

제되고 선택된 음향과 음악을 통해 습 인 화에서

는볼수없었던,다양한가능성을실험한다.사운드실

험은 그가지속 으로 화작업에서 취해온 자기 반

기법의핵심 인역할을수행하며, 객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한다.<남성 여성>의 사운드 분석을 통한

이 화의해석은복잡하고 혼란스러운고다르의 화

세계를 이해하는 요한 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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