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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만화적 표현 연출이 적용된 영화의 시퀀스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만화와 영화는 동일한 평면적 공간에서 표현되는 매체이지만, 각 매체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수용자의 입장은 다르
다. 만화는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 해석을 요구하는 미디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한 
영화에서 관객의 객관적인 비판의 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각적 표현방법으로 연출될 수 있다. 만화적 표현은 만
화 매체가 가진 2차원의 평면적 프레임의 특성과 만화적 미장센과 몽타주, 카메라 워킹으로 연출된다. 본 연구는 영
화 ‘중국 여인’의 시퀀스를 통해 이 만화적 표현이 영화에서 관객의 객관적인 시점을 연출할 수 있음을 고찰해보고자 한
다.

주제어 : 만화, 몽타주, 미장센, 고다르, 중국 여인, 객관적 시점

Abstract  This study poses questions on the role of a movie sequences partially deployed in the comic strips 
style in the movie. Though both the movie and the comic strips's image is expressed in the flat space, it is 
different to the reciever's mann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dia's narrative. Comic strip has a media's 
characteristic of the aggressive interpretation. It can be create the objective and critic point of view for an 
audience as the visual style in the ideology movie. Comic strip Style has a flat frame, a form of comic strip‘s 
mise-en-scene, montage and camera working. This paper studies expression of 'La Chinoise' using 'Comic strip 
style' for the objectiv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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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연구배경

최근 미디어 컨버 스가 이루어지면서 만화원작이 

화화되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만화의 상화 작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화와 같은 상물의 이미지 재

에 있어서 만화  표  기법이 화와 유사한 이미지 

표  형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화의 실사 이미지

가 달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화의 상 표 에 있어 스토리보드와 같은 만화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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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이아웃은 시공간을 연결하여 장면을 연출하는 두 

매체의 유사성으로 인해 만화  표 의 용이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맥루한1)도 언 했듯이 만화와 화는 각 

매체가 가진 본질 인 특성이 다르다. 만화는 화에 비

해 수용자로 하여  정보에 한 해석, 즉 상상력을 더 

필요로 하는 매체인 ‘쿨미디어’이다. 만화는 정해진 틀 안

에서 이야기를 간결하게 달하기 해 과장되고, 단순

화된, 집약 이고, 약호화된 도상기호로 표 된다. 그

기 때문에 내러티 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독자는 자의

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반면 화는 ‘핫미디어’로, 화

의 사실 인 이미지는 감독이 연출한 실을 그 로 보

여주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객은 쉽게 화에 동일

화된다. 이와 같이 정보를 수용하는 두 매체의 서로 다른 

특징으로 인해 화에서 만화  표 만이 연출할 수 있

는 고유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매체  특성은 특히 

감독이 달하는 메시지의 역할이 요한 이데올로기 등

을 표 하는 화 장르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즉 스크린 안의 이미지가 달하는 내러티 를 해석

하는 객의 수동  는 능동  시선을 만들어 낼 수 있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만화와 

화의 매체  특성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이데올로기의 

달을 요시하는 상물 특히 고다르의 표 인 정치

화 ‘ 국 여인’을 텍스트로 만화  표 이 시각 으로 

연출될 때의 그 특성과 기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에서의 만화

 표 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화 ‘ 국 여인’을 

심으로 만화  표 연출이 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 고찰한다. 그럼으로써, 만화  표 연출의 

기능과 의미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고양시켜,  화

와 다른 많은 콘텐츠에도 용될 수 있는 새로운 상문

법의 도입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언 되는 만화는 인쇄매체의 연결된 칸

의 구성으로 내러티 를 표 하는 코믹 스트립(comic 

strips)을 기 으로 논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화 ‘

국 여인’의 만화  표  장면분석의 방법으로, 만화의  문

자와 그림기호, 인쇄 만화의 색상, 만화  소품 등을 이용

1)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해서 연출된 장면과 만화의 표  형식인 ‘칸’과 ‘칸새’의 

이아웃 형태가 용된 장면을 기 으로 했다. 그리고, 

만화 인 장면과 이에 부합하는 화의 만화  표 이 

용된 미장센과 몽타주로서의 편집과 촬 기법의 장면

을 찾아 분석한다. 한 화에서의 이 시각 인 만화  

표  연출이 내러티 를 달할 때 객의 시선을 어떻

게 유도하고 있는지에 해 살펴본다.

2. 만화적 표현의 특징

만화의 표 기법은 ‘칸’ 안에서 그리고, 2차원으로 표

해야 하는 특성상 장면구성(미장센)을 거친다는 에

서 화와 흡사하다. 한, 만화는 ‘칸’의 흐름을 통해 이

야기를 이끌어간다는 에서 몽타주를 본질로 하는 매체

다. 이 ‘칸’의 흐름은 만화의 내러티 를 움직이는 근본

인 동력인 동시에, 만화가 단순한 과 그림의 병치에서 

벗어나 롯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한 이 모두는 2차원

의 평면 임에서 모두 표 되는데, 만화의 정지된 

임을 보는듯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픽션과 다큐멘터

리 사이의 변증법  이미지와 의미를 달할 수 있는 시

각  표 을 연출할 수 있다.

[Fig. 1] the comic strips style in the Movie 

2.1 객관적 시선을 위한 평면적 프레임

만화매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인쇄매체 특유의 2차

원 평면감이다. 만화 작가는 평평한 지면에 이야기에 필

요한 배경과 인물을 모두 표 한다. 이는 화에서 딥포

커스(deep focus)로 화면의 모든 곳에 을 맞추어 표

하는 평면  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만화  표 의 

기본 특성인 평면  임을 화에 용하면 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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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정통화법인 원근감을 무시한 입체  등의 그림에

서 보는듯한 독특한 미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원근법이 갖는 정 앙의 시 을 없애면서 어느 순간 화

면은 객의, 감독의 시 도 아닌 무시 의 화면이 되어 

흩어진 화면으로 연출되고 요한 화면이 존재하지 않고 

평등의 동질화된 화면으로 만들어낸다. 이는 화의 3차

원의 실감을 그 로 살린 마치 사실인 듯한 환 에 빠

지지 않고, 평면의 임을 통해 내러티 에 한 비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만화  특성의 평면  

임은 한 화의 롱테이크(long take) 카메라워킹 기법

을 용하여, 객에게 장면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수 있다. 즉, 한 씬이나 쇼트를 컷하지 않고 계속 촬 함

으로써, 만화매체가 가진 시간의 자율성의 특징을 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의 만화매체의 평면  임

은 앙드  바쟁이 ‘심도 깊게 연출된 심 의 쇼트는 

심도가 얕은 쇼트들보다 객의 에 좀 더 큰 자유를 주

며 객의 은 스크린을 가로질러 사유할 수 있다2)’고 

했듯이. 정치 화에서 ‘객  리얼리즘’3)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객의 시선을 유도한다.

2.2 칸 : 만화적 미장센

만화의 ‘칸’은 화의 ‘ 임’ 는 ‘쇼트’와 같은 시선

의 공간으로 어떤 장면이나 실의 일부분을 포착하여 

표 하는 틀이다. 그리고, 작가는 주제를 한 소재들을 

실의 사실  이미지에서 선별하여 도상화시킨 기호로

서 그림, 문자, 청각  부호, 동작선, 효과선 등을 ‘칸’ 안

에 표 한다. 이 표 요소들에 의해 연출된 ‘칸’은 모든 

종류의 서사물에서 허구 세계의 독립성을 말하는 ‘디에

제즈(diegese)', 즉 이야기가 개되는 허구 공간의 법칙, 

인물, 시간  배경, 장소 등을 포함하여, 이야기와 련된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 허구성의 ‘디에제즈’  성

격을 갖는 공간인 칸 안에서 연출되는 만화  표 들은  

화의 임에서 ‘미장센(Mise-én-scene)’으로 신할 

2) Bazin, Orson Welles, New York: Haper & Row,1978
3)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리얼리즘 기법은 영화의 환영(幻影)

적 이데올로기를 보여 준다. 영화 속 허구의 스토리텔링에 
관객을 묶어둠으로써 현실의 모순과 대립을 은폐하고자 한
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영화 속 환상과 관객의 동일시를 통
해 '자연스럽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리얼리즘’이 필요
한 것이다. 영화 역사와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수 있다. 미장센이란 화의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조명, 의상, 세트, 소품, 극  인물의 

행 나 연기자와 카메라와의 계, 즈의 선택, 카메라

의 치, 움직임 등의 요소들로 사건을 무 화한다. 이는 

만화의 알 고리로 선별된 단순화된 념이 입 진 과장

되고 일탈된 상인 소도구, 색, 제스쳐, 문자, 그림 등의 

기호가 담긴 평면  화면으로서 만화  표 에 의해 미

장센’으로 연출될 수 있다. 이 만화  미장센은 화의 실

사이미지와 달리 내러티 에 한 함축 인 상상의 허구

성을 가진다. 즉, 통 인 사실주의  묘사의 실사이미

지에 비해 묘사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상으로 신하

여 상상 인 것으로 만들어 실성을 해체하여 정신 인, 

시각 인 이미지의  다른 실성을 보여주는 상으로 

보여 다. 그리고 이를 읽어내는데 있어서, 실사의 사실

 이미지보다 객의 의식 인 생각을 요구하며, 내러

티 에 한 능동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만화

 미장센에 의해 표 되는 칸 이외에도  다른 만화  

표 방법은 만화의 한 페이지 안에서의 ‘칸나 기’와 같

은  ‘ 임 분할'이다. 이는 화의 특정 장면의 한 

임 내에서 다 임 구조를 보여줘 시간과 공간에 구

애받지 않는 독특한 만화  표 이 연출될 수 있다. 이 

‘칸’의 만화  표  방법들은 앞서 설명한 만화매체의 평

면  특성을 기본 으로 가지고 있으며, ‘칸’의 공간과 시

간의 자율성을 표 하기 한 카메라워킹인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로 연출된다.

2.3 칸의 이동과 흐름 : 만화적 몽타주 

만화매체는 ‘칸’과 ‘칸’의 연속성으로 내러티 를 만들

어내고,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인 ‘칸새’에서 만화 고유의 

특성인 ‘연상(closure, 聯想)’4)에 의한 이미지와 의미가 

나타난다. 이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끌어낸다. 

한 ‘칸’에서 ‘칸’으로의 이동과 연속으로 인해 독자에게 

내러티 의 흐름을 읽게 하고 시간, 사건 그리고 정서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는 화에서 몽타주로 표

될 수 있다. 몽타주는 화 특유의 이미지 연결방식이다. 

4) 완결성 연상(closure, 完結性聯想), 지각 심리학에서 나온 이
론으로 부분을 보면서, 전체로 인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Scott McCloud,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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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쇼트(shot)를 연결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닌, 화만

의 특수한 시공간  코드로서 촬 과 더불어 화  이

미지 재 과 표 의 요한 기법이다. 이 몽타주 역시 쇼

트와 쇼트 사이의 편집 과정에서 만화의 ‘칸새’와 같은 시

공간  단 의 흔 을 남긴다. 화는 이 쇼트간의 단

을 의도 으로 보여주거나 가리거나 함으로써 데쿠 주

(degoupage)5)식의 스토리텔링을 표 한다. 그리고, 쇼트

와 쇼트를 병치시켜 이어 붙임으로서 감독이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것을 보는 객간의 직  소통을 물리

으로 만들어내는 장치를 한다. 이 몽타주  특성을 갖

는 쇼트로는 편집에 의한 ‘병치쇼트’와 ‘ 컷(jump 

cut)' 등이 있다. 그리고, ‘수평트래킹'은 카메라 시  이

동의 카메라 워킹으로 ‘칸의 흐름과 이동’6) 의 만화의 연

출방법과 유사한 장면으로 화에서 표 될 수 있다.

3. 영화‘중국 여인’의 만화적 표현

3.1 영화,‘중국 여인' (La Chinoise,1967)

‘ 국 여인’은 화에 한 정치  성찰과 술의 정치

화를 한 화이다. 서사극을 는 다큐멘타리의 혼합

인 스타일로 화 제작과정을 화 속에서 보여 으로

서 이는 화가 허구이며 가공된 세계라는 속성을 보여

주는 시각  실험을 한  화다. 1960년 의 고다르의 맑

스에서 모택동으로 넘어가는 이데올로기와 미제국주의

에 한 비 과 더불어 감독의 사회주의  성향을 보여

다. 국문화 명이 심인 베트남 민 들에 한 

연 를 표명하는 내러티 와 화 속 다큐에서 촬 되는 

극은 15개의 ‘장(chapter)’으로 체 장면이 구성되었다. 

화 체는 한 편의 ‘풍자만화’를 보는 듯 만화  알 고

리로 표 된 미장센과 몽타주, 카메라 워킹 등을 보여 다.

3.2 만화적 표현의 적용

3.2.1 평면적 프레임 

5) 불어로 ‘자르다’라는 뜻. 극적 연기를 구성 숏(constituent 
shots)으로 분할하는 것, 김일태, 윤기헌, 김병수, 설종훈, 양
세혁, 만화애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8

6) 스콧 맥클루드(Scott Mcclaud)는 인쇄만화의 칸의 이동을 6
가지, 순간이동, 동작이동, 소재이동, 장면이동, 시점이동, 무
관계이동으로 분류하였다. Scott McCloud,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4

화의 부분의 장면은 만화의 ‘칸’에서 보이는 배경

과 인물의 표 처럼 인물과 배경과의 거리감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 한 고정된 클로즈업(close up), 미디움 

쇼트(medium shot)의 화면 구도에 롱테이크의 시간의 

길이를 둔 촬 기법으로 원근법을 무시하고 심도를 약화

시켜 평평하게 나타난다. 즉, 만화의 칸에 표 된 평평한 

그림을 보듯, 임 내부의 원근감이 사라진 공간과 인

물의 상을 단일 평면에 놓음으로서 객의 시선은 하

나로 집 되는 소실 을 못 찾고, 입체 으로 드러난 평

면의 화면 안에서 표 된 상을 탐색하게 된다. 

A. 

B.. 

[Fig. 2] the sequence : a flat frame

앞의 두 시 스들은 ‘문화’의 실천으로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장면이다. 앞의 A시 스를 살펴보면, 남주인공 

‘기욤므’는 소실 이 없는 텅 빈 벽 앞에서 좌, 우로 고개

를 돌리며, 마치 만화의 정지된 캐릭터처럼 무표정하고 

무미건조한 얼굴을 한 인물의 형화된 연기를 보인다. 

‘기욤므’의 좌측은 마오이즘을 상징하는 여인과 우측의 

니즘을 상징하는 여인의 쇼트를 보여주고, ‘기욤므’의 

이데올로기 선택의 고민을 보여 다. 만화책의 칸에서 

칸으로 시선이 이동을 하듯, 카메라워킹 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평트래킹도 같이 보여 다. B시

스는 객이 만화 으로 표 된 평면 배경과 경에 배

치된 배우의 연기를 함께 바라보며, 경과 후경의 계

를 유추하여 그 내러티 의 의미를 비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연출한다. 첫 번째 쇼트에서 객은 평면

 임을 통해 경에 배치된 여배우 ‘블란딘’의 잡지

책을 읽고 있는 연기와, 후경에 배치된 ‘패션, 쇼핑’ 련 

화보이미지도 찰할 수 있다. 정치와 실에는 심이 

없고, 소비에만 을 돌리는 여성, 즉 수정자본주의에 

한 비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쇼트는 

후경에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사진 배치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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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객에게 겨 며, 말을 거는 듯한 배우를 정면으로 

배치시킨다. 이는 화 후반부에 이 배우의 정치이데올

로기 고민을 자살로 연출된다. 세 번째 쇼트는 만화의 

‘칸’처럼 ‘칸’ 안에 닫힌 듯한 인물과 평평한 배경의 ‘마오

이즘’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림이 배경으로 표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민 을 신하는 여배우와 쟁을 상징

하는 모형헬리콥터가 미장센으로 표 되며, 이는 마오이

즘이 베트남의 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이데올

로기를 보여 다.

3.2.2 칸

가. 칸의 미장센

만화에서 보는 듯한 문자와 그림은 내러티 인 효

과와 함께 장식 인 효과를 갖는 지 인 미장센으로 표

될 수 있다. 이들은 만화의 ‘칸’에 해당하는 화의 단

일 임에 갇힌 쇼트로 연출되고, 만화  미장센을 만

들어낸다. 화면에 연출된 만화  표 의 상징  알 고

리를 읽는 객은 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  비

을 한 객  시선을 갖게 된다. 아래의 시 스들은 

‘마르크스’와 ‘마오이즘’에 한 책을 읽거나, 토론 하는 

장면에 삽입된 미장센들이다. 

A.

comic
strips
objects

B.

comic
strip
color

C.

comic 

strip

gesture

D.

text
citation

E.

comic
strip
image

[Fig. 3] the sequence as a form of comic strip 
mise-en-scene 

이 장면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하는 셔 이

드7)로 구성된 만화의 ‘칸’을 보듯 연출된다. 그리고, 화

의 서사성이 의도 으로 연결된 장면과 기록 화 인 장

면, 고, 만화, 길거리의 군  이미지들을 교차시켜 표

한다. 그리고, 미장센 특유의 촬 기법인 아이 벨

(eye-level)의 딥포커스, 롱테이크의 카메라워킹은 경

의 인물의 움직임과 후경의 미장센의 디테일한 면까지 

주의를 기울여 더욱 사실 인 화면을 만들어낸다. A시

스는 만화  소도구들을 화면의 구성요소로 등장시킨 미

장센들이다. 첫 번째 쇼트는 쟁을 상징하는 탱크와 마

오이즘 입문서로 상징화된 빨간책으로 쟁으로부터 해

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표 한다. 두 번째 쇼트에서

는, 모택동을 상징화한 호랑이 가면을 쓴 ‘기욤므’를 만화

캐릭터처럼 등장시킨다. 세 번째 쇼트는 제국에 한 비

과 베트남 인민과의 연 를 표명하려 베트남 민 으로 

분장시킨 여인과 참  국가를 비행기로 표 하여 미장센

을 연출한다. B시 스는 화 반에 흐르는 인쇄 만화 

특유의 컬러가 용된 미장센의 이다. 특히 화 체

에 붉은 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마오이즘을 상징한다. 

그리고, 랑스를 상징하는 블루, 드, 화이트의 컬러 미

장센을 화 곳곳에서 보여 다. 이 컬러들은 팝아트에

서도 많이 사용되는 색으로, 인쇄만화 매체의 특유의 컬

러를 기호학 으로 사용한 것이다. C시 스는 직 인 

만화캐릭터처럼 주인공 ‘기욤므’를 분장시켜 연출한다. 

베트남 에 한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국, 랑

스, 국, 미국의 각 국기가 그려진 선 라스를 쓰고 풍자

만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듯 알 고리  미장센으로 연출

된다. D시 스는 만화의 문자기호로 화면을 가득 채운 

미장센들이다. 이 화는 시작부터 모택동에서 인용된 

긴 문구로 화 내내, 검은 바탕에 란색 혹은 붉은 색

의 자막이 펼쳐진다. 이 장면 역시, 술, 철학, 정치와 

련된 유명인의 이름과 주요문장 등이 필기된 칠 과 벽

면 등을 통해 맑시즘, 니즘, 마오이즘 등의 이데올로기

를 만화의 지문과 같이 자유분방하게 상징 으로 보여

다. 이와 같이 이념 인 설명이 필요한 장면에서 만화  

표 인 문자기호로서의 지문은 화의 장면만으로 해석

7) 셔레이드는 언어를 동원하지 않고 비유적 테크닉을 통해서 
사상과 심상을 전달하는, 즉 시각예술로서의 영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비언어적
인 수단을 동원하여 나타내는 상징적, 은유적 의미표현을 총
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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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dividing panel

하기 힘든 사건배경, 요약, 시간 개, 상황설명 등을 쉽

고 객 으로 이해하기 한 시각 인 명료함을 만들어

낸다. E시 스는 만화의 그림 기호들로 연출된 미장센으

로 만화캐릭터의 상징  이미지를 차용하여 보여 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8)는 소비사회의 매체가 생산

한 기호와 이미지가 술 속에서 재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다르 역시 1960년  표 매체 가운데 하

나인 만화의 기호와 이미지, 소품, 인쇄만화 특유의 컬러 

색상으로 구성된 만화  미장센을 통해 랑스의 실을 

상징 으로 화에서 보여주고 있다. 마치 한권의 만화

책을 펼쳐보는 듯하다. 

나. 칸나 기 : 임 분할 

만화는 한 쪽 페이지 체와 양쪽 페이지 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책 체의 페이지들을 한 에 볼 수 있는 

옵티콘(panopticon)  

시각장치를 가진 서사형

식이다. 만화에서 ‘칸’이 

표 하는 시간성은 독자

의 감정에 따라 과거, 

재, 미래를 오고가며 능

동 인 시선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이는 재 

보여주는 화면에 수동

인 객의 감정을 만들

어내는 화와는 분명 

차별화되는 특성이다. 만화의 페이지 이아웃에서 볼 

수 있는 ‘칸나 기’와 유사한 것이 화의 ‘ 임분할’ 

쇼트이다. 만화의 ‘칸’에 의해 분리되는 ‘칸새’의 역할로서 

벽이나 문, 창문 등의 미장센요소를 이용하여 이

하고 롱테이크로 시간을 길게 늘려 연출할 수 있다. 객

은 이 된 두 개 이상의 공간을 한 에 바라보며 각

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

다. 이는 만화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장면으로 연

출된다.

8) 롤랑 바르트(1915~1980), 프랑스의 철학자, 기호학자, 문화
평론가. 당시 선구적으로 매체와 대중문화를 기호학 안으로 
끌어들여 연구주제로 삼았다. 

 

[Fig. 10] the sequence : dividing panel

앞의 시 스는 화 반부의 히트의 극에 나오

는 ‘극은 맑시즘과 니즘을 보여주는 극장처럼 되어야 

한다’ 는 사가 흐르고, 배우들은 벽을 기 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연기를 한다. 이 배우들이 각각 치한 곳은 맑

시즘과 니즘을 상징한다. 벽으로 단 된 공간은 만화

의 ‘칸’을 연상시키고 각 두 개의 ‘칸’의 임을 통한 각

각의 두 가지 상황이 한 장면에서 연출된다. 그리고 롱테

이크의 시간을 통해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인 

이야기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객의 시공간이 만들

어진다. 이는 객으로 하여  두 이데올로기의 양분된 

립을 체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객 인 시공간

의 여지를  수 있다.

 

3.2.3 칸의 이동과 흐름

가. 병치쇼트

들뢰즈9)는 고다르의 작품에 나타나는 몽타주에서 만

들어지는 ‘사이’, ‘틈’을 ‘사이’의 방법론 즉 ‘두 이미지들 

사이’라는 방법론이라 말했는데, 이는 몽타주 단 간의 

‘틈새’를 병치시키거나 연결해내는 것을 뜻한다. ‘칸’의 연

결로 만들어지는 만화의 표 은 화의 병치쇼트로 표

될 수 있다. 

[Fig. 11] the movement of the panel 

9)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1925~95)는 이미지를 담은 쇼트와 
쇼트의 연결에서 보이는 두 행동의 사이, 두 감정의 사이, 두 
지각의 사이, 두 시각 이미지의 사이, 음향과 시각 사이, 인
지하기 힘든 것, 즉 경계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한다. 
로널드 보그, 시네마2-시간-이미지, 이정하, 시각과 언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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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쇼트란 쇼트와 쇼트가 연결됨으로서 연속 이거

나 비연속 으로 편집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변

증법  구조의 화면 구성이다. 지가 베르토 10)는 인간

의 과 카메라를 같은 장치로 보고 미장센의 화면과 함

께 일정한 간격의 병치쇼트를 만들고, 임의 순간  

이동을 반복하여 그 ‘사이’를 지각하게 함으로써 객으

로 하여  의식 으로 이미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고 본다. 여기서 이 병치쇼트의 ‘사이’는 만화의 ‘칸’과 

‘칸’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칸새’의 만화  화면구성과 

비슷하다. 편집의 가인 세르게이 에이젠쉬쩨인은 맑스

주의자로서 립물의 충돌과 종합이라는 고의 인 비연

속성의 편집을 만들어 쇼트들을 병치시켰다. 고다르는 

그의 화에 이런 기법들을 극 으로 반 하여, 조형

으로 연출되는 병치쇼트를 통해 객에게 시 스의 스

토리에 한 비평  해석을 요구한다. 아래의 A시 스는 

여주인공 ‘베로니크’의 테러실천을 한 순차 인 사건의 

흐름을 병치쇼트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쇼트의 카

메라는 테러를 해 움직이는 ‘베로니크’를 찰하듯 닫

힌 펜스 뒤에서 촬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쇼트에서 암살

의 신호로 그려진 청각  만화 기호의 쇼트와 3번의 총소

리로 2 정도 보여 다. 실사의 총격장면 신에, 사람의 

비명소리를 생략하고 ‘AAAH’의 청각  만화 기호를 넣

는다. 이는 만화  표 으로서 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표

하는 의성어, 의태어, 문장 부호등을 이용하여 소리를 

으로 상상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연출된 장면

에서는 실제 총소리와 함께, ‘AAAH'의 비명 소리를 굵

고 크게 어 넣어 상상하여 듣게끔 한다. 즉 시각화된 

소리를 상상 속에서 청각으로 다시 만들어내어 객으로 

하여  능동 으로 장면을 바라보게 만든다. 마지막 쇼

트는 ‘베로니크’를 기다리는 테러의 공모자를 실사로 연

결한다. 

 

10) 지가 베르토프(1896~1954) ,영화의 혁명적 예술로서의 가
능성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타낸 러시아 영화감독으로 관
객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영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영
화 기법과 제작과정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가였
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228&cid=40942
&categoryId=34409,두산백과

A. 

B. 

[Fig. 12] the sequence as a form of comic strip 
montage  : the juxtapsition shot

B시 스는 ‘기욤므'가 베트남의 민족주의 노선에 

한 각 국가별 입장 등을 설명하는데, 객에겐 익숙하지

만, 화의 내러티 와는 낯선 ‘배트맨’, ‘군인 퓨리’와 ‘캡

틴아메리카’ 등의 1950~60년  인쇄만화의 웅캐릭

터를 연속 으로 교차시켜 보여 다. 이 편집은 보통 

화에서 한 장소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장소

의 다른 사건으로 반복 교차함으로써 원인과 결과, 시간, 

공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장면에서는 공산주의

를 배격하는 만화  캐릭터를 연속 으로 보여주고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범 를 더 많이 제공하여, 객들로 하여

 베트남 에서의 미국의  선과 맹목  애국심을 

요구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한 능동  시각을 유

도할 수 있다.

나. 컷(jump cut)

만화의 몽타주  특성을 지닌 ‘칸의 이동’11)에 따른 장

면 연출 유형  ‘무 계이동’으로 표 할 수 있는 만화  

표 방법이 있다. 이 ‘칸의 이동’은 서로 계없어 보이는 

그림들이 배열되었지만 하나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만화가 극 인 감동을 표 하기 해 많이 쓰인다. 이 

만화  표 과 유사한 화의 쇼트 편집이 컷(jump 

cut)이다. 컷은 에이젠슈타인이 말하는 화의 쇼트 

사이의 시각  충돌에 의한 비연속 인 화면으로 이어지

는 몽타주이다. 이는 은유 , 상징  쇼트로 시간의 연속

성을 단한 듯 표 하여, 편집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객들로 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하여, 스크린의 내러

티 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사건에 한 논평이나, 

역설 인 것으로 이야기 밖에서 가지고 온 쇼트로, 객

으로 하여  세 하고 함축 인 의미를 찾도록 자극하고, 

11) 앞의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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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혼동되지 않도록 화매체의 허구성을 깨닫게 하

는 시각언어로 작용한다.

 

 [Fig. 13] the sequence as a form of comic 
strip montage : jump cut

앞의 시 스는 농민 계  출신의 여학생 ‘이본느’가 매

춘으로 돈을 벌고, 비싼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는 사와 

함께 신자본주의에 한 감독의 사를 이 으로 동시에 

들려주며 연출된다. 매춘을 의미하는 실사 쇼트 신에 

성의 상품화로 만든 사회에 한 경각심으로 이야기 밖

의  만화여성 웅 캐릭터의 외재  화면을 갑작스럽게 

등장시킨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신자본주의 사회  

상에 한 일종의 비 으로 여인의 실존  불안감과 충

동  분 기의 내러티 를 달하기 한 것이다. 이 연

속성에서 벗어난 거친 편집은 객에게 낯설음을 보여주

고 ‘이본느’의 내러티 에 빠져들지 않고, 사회에 한 비

이며 객 인 정서를 만들어낸다. 

다. 수평트래킹(tracking shot)

만화의 ‘칸’ 하나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많거나 오랫동

안 독자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칸’의 길이를 가로로 늘인 

만화의 시 스가 있다. 

[Fig. 14] the extension of the pannel

이와 유사한 화의 촬 기법이 고다르가 처음 만들

어낸 ‘수평 트래킹 쇼트’이다. 만화에서 독자의 시선이 

‘칸’에서 ‘칸’으로 천천히 이동하듯, 연결된 쇼트의 카메라

는 임 내부의 원근감이 사라진 평면  화면 안의 공

간을 부유하며 일정 거리를 두고, 길고 느리게 수평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의 시 스를 단 한 번의 롱테이크

로 처리한다. 이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무의미

하게 만듦으로서 화의 내러티 를 객 으로 바라보

게 만든다. 

[Fig. 15] the sequence : tracking shot

앞의 시 스는 랑스 학가의 5명의 학생 소집단이 

리의 한 아 트에서 마르크스와 마오쩌둥 이론의 실천 

방법을 토론하는 장면이다. 각 분리되어 있는 벽은 만화

의 칸을 연상시키고, 칸에서 칸으로 이동하듯 카메라의 

높이 앵 (eye-level angle)의 수평트래킹은 좌에서 우

로, 우에서 좌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 각 등장인물들의 행

동들을 천천히 보여 다. 이는 5명의 학생이 벌이는 정치

행동이 실 이지 못한 허무한 이론  공론이 벌어지는 

시공간안의 행 임을 알리는 비  내러티 의 시선을 

만들어낸다.

4. 결론  

만화는 삼차원  실 세계를 이차원의 평면으로 단

순화시키고 수용자의 연속된 연상 작용을 통해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매체로서 고유의 커뮤니 이션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특성은 시각  연출의 공통 을 갖는 

화에서 독특한 표  특성을 만들어낸다. “ 화는 실

의 반 이 아니라 반 의 실이다”라는 극작가 히

트의 말처럼 화는 실을 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만든 이의 의식이 반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감독

은 작품의 내러티 를 해 화 속 허구의 리얼리즘을 

수용하는 객의 태도를 수동  몰입, 아니면 객  비

이 가능한 상상의 거리를  것인가에 한 연출방법

을 결정한다. 이때, 후자의 경우,  ‘쿨미디어’로서 객의 

극  해석이 필요한 매체의 성격으로 인한 만화매체를 

통한 연출은,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정치 화에서 매

우 합하다. 이를 해 화 ‘ 국 여인’의 시 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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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만화  표 이 용될 수 있는 화의 상언어

를 찾아 만화  표  연출의 특성을 연구해보았다. 그 결

과 부분의 장면들은 만화인쇄매체 특성인 평면  

임의 딥포커스(deep focus)로 촬 되었고, 만화가 갖는 

자율 인 시간성을 표 할 수 있는 롱테이크(long take)

의 카메라 워킹으로 연출되었다. 그리고, 만화  표 으

로 연출된 만화  미장센의 ‘칸’과 ‘칸나 기’의 ‘ 임분

할’과 만화의 ‘칸의 흐름과 이동’에 유사한 만화  몽타주

와 카메라워킹 기법으로 병치쇼트, 컷(jump cut), 수

평트래킹(tracking)으로 구성된 화면으로 화의 내러티

를 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만화  

표 으로 연출된 장면을 바라보는 객은 등장인물의 의

식세계를 드러내는 주  시 을 이어가면서도 화 속 

내러티 에 한 찰자로서의 객  시 을 잃지 않는 

객  리얼리즘으로서의 시공간을 얻을 수 있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마치며 바람이 있다면, 향후 이 만화  표  

연출이 사회를 한  비 의식을 필요로 하는 상 컨텐

츠에서 객  시선을 만들 수 있는 상언어로서 그 가

치를 인정받고, 여러 다른 분야에서 활발하게 용되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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