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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마리오 푸조의 원작 소설 『 부 The Godfather』의 화 시나리오 < 부>에서 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과 각색 스타일을 개념화한 구조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고는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인 “형식  단계”는 서사의 분석을 요약하고 소설에서 시나리오로 삭제, 추가  변형하는 구조  

환의 효과를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단계”로 원작소설 안의 구조 자체와 각색자의  사이

의 차이 을 알아내는 것과 련된다. < 부>의 오 닝 시 스는 소설에서 시나리오로 각색된 한 로써 

각색 스타일을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해 의 쟁 들을 탐구하는 사례 연구로 사용된다. 

■ 중심어 :∣각색∣<대부>∣오프닝 시퀀스∣각색자의 관점∣

Abstract

This writing presents a structural methodology that conceptualize' Fransis Ford Coppola's 

perspective and adaptation style of his screenplay <The Godfather> derived from the author 

Mario Puzo's original novel 『The Godfather』.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stages: 

The first stage, namely the "formal stage", encapsulates the analysis of narration and exploring 

the effect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s, such as deleting, creating and modifying from the novel 

to the screenplay. The second stage, entitled "semantic stage", is concerned with ascert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ucture itself and the adapter's perspective on the original novel. The 

opening sequence of <The Godfather> will be used as a case study to explore these issues in 

examining its adaptation style specifically while also offering a template for adapting a 

screenplay from a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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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소설 『 부 The Godfather』와 화 < 부 The 

Godfather>는 원작소설과 각색 화가 모두 성공한 작

품으로 유명하다.1

성공한 소설이라는 것은 결과 으로 소설이 지니는 

모티 가 독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성공한 각색 

화라는 것은 원작소설의 모티 를 화라는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객의 마음속에 심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성공한 소설이라고 그 소설의 각색 화가 성공한다

는 법은 없다. 그 다면 성공한 소설의 각색 화가 성

공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해 원작소설의 모

티 를 어떻게 화로 각색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구하는 것은 각색을 연구하는 사람의 원한 숙제이고 

원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소

설 『 부』에서 화 < 부>로의 각색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부』라는 원작소설과 각색 화 사이에는 란

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의 『 부 노트

북THE GODFATHER NOTEBOOK』이 있었다. 원작

소설의 내용을 화의 시나리오로 변환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했을 이 노트북에는 원작소설에서 삭제해

야 할 페이지  순서를 바꿔야 할 문단 등을 화 창작

자의 에서 작성하 다.

한편 린다 허천 Linda Hutcheon은 각색을 형식  실

체의 환이라고 했으며, 창작 과정으로써의 각색은 해

석, 재해석  창작, 재창작을 모두 의미한다고 하 다

[1]. 

본 논문에서는 코폴라의 노트북  린다 허천의 각색

의 의미를 심으로 원작소설과 화 사이의 구조 , 

의미  계를 분석하고 원작소설의 모티 가 화에 

어떻게 변환되어 각색되는지에 해 연구한다. 우선 원

작소설과 각색 시나리오의 분석을 2단계로 나 어 수

1 마리오 푸조의 소설 『 부』는 1969년 출간하자마자 67주간 천만 

부 이상의 매고를 기록했다.  화 < 부>는 45회 아카데미 화

제에서 각색상을 수상했고, 2007년 미국 화 연구소 AFI(American 

Film Institute)가 뽑은 역사상 가장 한 화 2 에 올랐다.

행하 다. 1단계는 구조  변환에 을 둔 형식  분

석2이며, 2단계는 내용  변환에 을 둔 의미  분

석3이다.

II장에서는 논의 개를 한 각색의 기본  의미와 

각색자의 임무에 하여 기술하며, III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론을 기술한다. 

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IV장에서는 화 < 부>의 

각색 스타일을 2단계로 분석하여 원작소설의 모티 가 

각색 화에 어떻게 재창조되는지를 악함으로써 제

안하는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을 검증해 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론은 이

미 제작된 각색 화의 분석연구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각색 화를 제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거라 

단된다. 

Ⅱ. 잘 된 각색과 각색자의 임무

1. 잘 된 각색

『 화용어해설집』의 정의에 의하면 각색은 ‘연극, 

소설, 자서  등 기존의 여타 장르로 발표된 작품을 

화로 만들기 해서 재창작하는 일’이다[2]. 각색 화

란 원작 매체를 각색을 통해 화화한 것이다. 를 들

어, 소설을 각색한 화라면 원작소설에서 과정을 시작

한다. 원작소설은 각색자의 각색을 통해 시나리오가 된

다. 그 시나리오는 화감독의 지휘 아래 촬 을 통해 

화로 만들어져 객들에게 선보인다[표 1]. 

구분 소설 시나리오

창작자 작가 각색자

창작형식 글 글(영상)

소비자 독자 영화제작자(관객)

모티브 작가의 상상력 각색자의 해석

표 1. 원작소설과 각색시나리오 비교

2 형식  분석 단계에서는 삭제, 추가, 변형 등의 방법으로 원작소설이 

어떻게 시나리오로 물리 인 변환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3 의미  분석 단계는 각각의 물리  변환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는 

단계로 결과 으로 각색자가 원작소설에서 모티 를 찾아내 어떻게 

시나리오로 엮어내는지에 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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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와 같이 모티 의 에서 살펴보면 소설

에서의 모티 가 소설 작가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만들

어진 것이라고 본다. 각색 시나리오의 모티 는 각색자

가 원작에서 발견해 해석  재해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모티 를 창조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더들리 앤드류 Dudley Andrew는 “문학 원작은 그것

을 각색하는 어떤 화와도 월 인 계를 맺고 있는

데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어진 형태와 가치를 가

지고 있는 술  기호기이 때문이다”[3]라고 하 으

며, 루이스 자네티 Louis Giannetti는 “훌륭한 문학 작

품일수록 각색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각색

한 화들이 부분 평범한 원작을 갖고 있다”[4]고 했

다. 한, 이는 각색 연구가 지 까지 ‘원작에 한 충실

성 Fidelity’이 요한 기 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려

다[5].

그 다면 과연 각색은 원작에 한 충실성에 의해서

만 성공할 수 있을까? 결국 잘 된 각색이란 성공한 소

설이 독자들의 베스트셀러가 되듯이 객과 함께 호흡

하고 감동을 나  수 있는 화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이에 써내려간 소설 속에 숨어있는 모티

를 찾아내 화라는 매체에 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잘 된 각색으로 가는 방법일 것이다. 

2. 각색자의 임무

더들리 앤드류는 각색에 한 화와 문학의 계에 

한 논의  가장 흔하고도 지루한 논의는 확실히 충

실성  변형과 련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는 각색의 

임무가 원작 텍스트에 한 소재나 주제를 화로 재생

산하는 것이라 가정한다. 이런 경우는 원작인 작품을 

충실하게 각색한 화나, 이 기 으로 화와 원작을 

비교하려는 객들에게 해당된다. 각색의 충실성은 보

통 어떤 텍스트의 ‘문자’에 충실한가  그 텍스트의 ‘정

신’에 충실한가와 련하여 평가된다고 했다. 비록 각색

이 어떤 정당한 선례에 한 하나의 해석을 그려내는 

것이기는 하더라도, 궁극 으로 문학작품은 쉽사리 

형 인 형식으로 쓰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원작의 

골격은 다소 철 하게 화의 골격이 될 수 있는 것이

라 밝혔다[6]. 

표 2. 린다 허천의 각색 정의[7]4

환
(transposition)

잘 알려진 다른 작품 또는 작품들의 공인된 전환
(Acknowledged transposition of recognizable 

otherwork or works)

창조
(creative)

전유/구원이라는 창조적이고 해석적인 행위
(A creative and an interpretive act of 

appropriation/salvaging)

확장
(extended)

각색된 텍스트에 대한 확장된 상호 텍스트적 참여
(An extended intertextual engagement with the 

adapted work)

[표 2]에서와 같이 린다 허천은 이러한 각색 상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을 로 든다. 첫째, 형

식  실체 Formal Entity 는 생산물로 인식되는 각색

은 특수한 작품이나 작품들의 공공연하고 범 한 

환이다. 이런 ‘약호 환 Transcoding’은 매체나 장르 이

동, 는 임이나 맥락 변화를 모두 의미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라도 다른 에서 말하면  다른 해석

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환은 실재에서 

허구로의, 즉 역사  사실이나 기에서 허구  서사 

는 드라마로의 존재론  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은 창작물로서 각색을 바라볼 때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둘째, 창작 과정으

로서 각색 행 는 항상 (재)해석과 (재)창작 모두를 의

미한다. 이는 에 따라 유 Appropriation 혹은 구

원 Salvaging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로, 수용 과정

의 에서 각색은 상호텍스트성의 형식이라 볼 수 있

다. 우리는 변형을 동반한 반복을 통해 다른 작품들을 

기억함으로써 각색을 각색그 자체로 체험하게 된다[8].

결국 각색자의 행 는 소설을 형식 으로 환하기

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며 확장하는 등의 ‘문자’  변형

을 통해, 소설에서 찾은 모티 를 화 속에서 보여주

는 ‘정신’  공감 를 형성하는 행 라고 볼 수 있다. 

Ⅲ.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론

1. 영화 <대부>의 각색과정과 ‘대부 노트북’

한  기  600페이지가 넘는 소설 『 부』는 어떻

4 서성은의 논문에서 재인용구를 표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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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50페이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으며 결국 

175분의 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코폴라는 자신

만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노트를 만들어 촬  내내 그

것에 으로 의지했다고 한다[그림 1]. 

그림 1. 코폴라의 노트북[9]

그는 원작소설을 완 히 해부하고 분석해낸 다음 자신만의 

시나리오 얼개를 연극에서 쓰이는 롬 트 북과 비슷한 

형태의 문건으로 만들었다. 소설책을 낱장으로 뜯어낸 뒤 

커다란 스 치북의 한 가운데 한 장 한 장 붙 고, 여백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 한 문

건을 ‘ 부 노트북’이라고 불 으며, 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설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화 속에 담을 것인지를 결

정했다. 그는 소설 체를 해부하여 몇 개의 스토리로 도해

한 다음 카테고리에 따라 약 50개의 장면으로 나눴다. ...(

략)... 실제 촬 에 돌입했을 때 코폴라가 감을 얻기 하

여 들여다본 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바로 노트북이었다. 

코폴라의 노트북은 그가 이 소설의 각색과정에서 쏟아부은 

열정 인 노력을 웅변으로 증언한다[10]. 

결과 으로 화 < 부>는 원작소설을 분석하고 도

해화한 ‘ 부 노트북’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 부 노트북’과 시나리오 

사이에 형식 , 의미  합성의 결과인 소설-시나리오 

변환 도해를 분석 방법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론

린다 허천의 각색의 정의, 그리고 ‘ 부 노트북’의 도

해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2단계의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론을 제안한다. 2단계의 분석을 거친 결과물은 소

설로부터 시나리오로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해

로 이어진다. 이는 ‘ 부 노트북’의 형식 , 의미  분석

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반 로 ‘ 부 노트북’은 소설

-시나리오 변환 도해의 형식 , 의미  합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제안하는 소설-시나리오 변환 도해 

그림 3. 전형적인 소설-시나리오 변환 도해

[그림 3]은 ‘ 부 노트북’의 형식을 빌려 < 부> 원작 

소설의 서사가 시나리오의 그것으로 변환한 것을 도해

했다. 이는 각색을 한 서사의 삭제, 추가, 변형을 명확

하게 알아보려는 도구로써 사용된다. 

단계 분석 방법 분석 5 분석 내용 분석 효과

1단계
형식적 분석

Formal
문자
Text

서사의 삭제
씬의 추가
서사의 변형

물리적 
서사의 변화

2단계
의미적 분석
Semantic

정신
Spirit

삭제의 의미
추가의 의미
변형의 의미

극적 효과의 
원인 분석

표 3. 각색의 2단계 분석 과정

5 더들리 앤드류의 ‘문자(Text)’, ‘정신(Spirit)’ 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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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각색의 2단계 분석

과정을 나타냈다. 1단계는 형식  분석으로서 삭제, 추

가, 변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물

리  서사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의미

 분석으로 형식  분석 단계에서 각각의 분석에 의미

를 부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극  효과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2단계

의 분석은 원작소설에서 찾아낸 각색자의 모티 가 

화에서 어떻게 구조 으로 표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지면 계상 오 닝 시 스가 화에서 앞으로 개

될 체 내러티 를 압축 으로 반 하는 지 [11]으로

써 인물  주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에, 본 연구는 

오 닝 시 스의 집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1 형식적 분석

[그림 4]에 형 인 형식  분석의 결과를 나타냈다. 

소설과 시나리오의 서사 구성 사이의 형식 (물리 , 

Formal) 변환 계를 도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삭

제, 추가, 변형을 통해 물리 으로 서사의 변환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 4. 전형적인 형식적 분석 결과

2.2 의미 분석

형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모티 가 달 되

기 해서는 의미 있는 형식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런 

분석을 의미  분석이라 명명했다. 를 들어 소설 의 

삭제나 소설에 없던 장면의 추가 그리고 서사 시 스의 

변형은 각색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전형적인 의미적 분석 결과

[그림 5]에서 A부분은 삭제된 서사, B는 오 닝 씬으

로의 구성, C는 일 다 구성, D는 다 일 구성 그리고 

E는 추가된 씬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  변환

이 된 의미를 분석한다[표 4]. 

구분 주요 분석 분야 형 인 의미

A 삭제된 서사 불필요 판단, 시대적 상황 고려 등

B 오프닝 씬 극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판단 등

C 일대다 구성6 반복 효과를 통해 극적 전개 필요시

D 다대일 구성7 인물소개 등 단일씬에 모아야 할 경우

E 추가된 씬 모티브의 추가를 위한 경우 등

표 4. 주요 의미적 분석 분야와 전형적인 의미

Ⅳ. <대부> 오프닝 시퀀스의 각색 스타일 분석

화 < 부> 오 닝 시 스는 32개의 씬으로 구성

다. 이 안에는 소설 『 부』 오 닝에서 41개의 서사 

 각색과정에서 11개가 삭제되고, 8개가 추가 다. ‘

부 노트북’을 기 으로 했을 때 16개의 원작 서사가 

화에서 4개의 씬으로 합쳐졌고, 6개의 서사가 16개의 

씬으로 나뉘었다. 각색에서 서사의 삭제와 추가는 필수

이기에 다 일과 일 다 씬을 심으로 분석을 시작

한다. 

6 하나의 서사가 다양한 씬으로 나눠지는 구성

7 다양한 서사가 하나의 씬으로 합쳐지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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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부> 오프닝 시퀀스와 원작 서사 비교 

1. 다대일 구성

씬 2, 6, 21, 31, 이 게 4개의 씬에서 16개의 원작 서

사가 합쳐졌다. 각 씬에서 서사의 개수는 씬2에서 6개, 

씬6에서 10개, 씬 21에서 5개, 씬31에서 3개로 총 24개

이다. 이  원작과 차이를 보이는 3개의 씬들(2, 6, 

21)(*)을 심으로 형식과 의미  분석에 들어간다. 

1.1 S#2

그림 7. 가족사진을 거부하는 비토

씬2에는 6개의 서사가 있다. 비토의 딸 코니의 결혼

식 서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주로 인물 소개와 작품

의 체  분 기를 보여 다.  여겨 야 할 부분은 

바로 화에 추가된 서사이다. 비토가 가족사진을 기 

해서 가족들과 모여 있는데 마이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뜬다. 소설에서 나오지 않

은 이 서사가 화에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원작의 

서사에서는 비토가 세 아들과 차를 타고 친구의 병문안

을 가면서 마이클에게 애정을 표 한다. 소설에서는 

사를 통해 마이클에 한 애정을 알 수 있는 반면, 화

는 가족사진을 는 상황을 통해 보여 다. 가족사진 

서사는 시 스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이어진다. 비토는 

마이클이 돌아오자 가족사진을 고 딸인 코니와 춤을 

추며 결혼식을 마무리한다. 추가된 이 서사는 각색자의 

해석된 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씬

(오 닝 장면)에서 복수를 사주 받는 냉 한 마피아 두

목 비토와 조 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아버지

의 모습을 보여 다. 마이클에 한 애정을 나타낸 이 

서사는 오 닝 시 스에서 축을 두고 있는 비토와 장남 

소니의 갈등과도 비된다. 

1.2 S#6

그림 8. 루시를 유혹하는 소니

씬6에는 10개의 서사가 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모

습을 보여 다. 주목할 부분은 비토의 부하 테시오, 코

를 오네의 라이벌 조직 두목 바르지니, 톰 하겐의 

사와 루카 라시의 등장에 한 6개의 추가된 서사이

다. 원작에서는 테시오와 바르지니가 소설 반과 후반

에 등장한다. 하지만 화에서는 두 인물이 반에 등

장한다.  다른 추가 서사로 톰 하겐이 아내에게 시칠

리아 인들은 딸의 결혼식  받은 부탁을 거 하지 못

한다는 얘기를 하며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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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이클이 이에게 말해주는 이 사는 톰 하겐

이란 인물의 충직성과 곧은 성격을 소개하는데 도움을 

다. 마지막으로 루카 라시의 등장 서사가 추가 다. 

원작에서 비토조차도 괴 한 루카 라시에게 두려움

을 가질 정도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로 설정 다. 

하지만 화에서는 부를 만나기 해 자신의 차례를 

조하게 기다리는 인물로 소개된다. 이는 루카 라시

의 성격을 소개하는 동시에 조직의 두목으로써 비토의 

향력을 간 으로 보여 다. 

체 으로 씬6의 서사는 오 닝 시 스의 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성격 소개가 주를 이룬다. 특히 이 

씬에서는 소니의 상반된 성격을 볼 수 있다. 비토는 바

르지니에게 소니를 소개시킬 정도로 그를 자신의 후계

자로 생각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 다. 하지만 소니는 

아내가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유혹한다. 조직에서 향력을 갖고 있는 비토

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니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패 리의 후계자로써 그가 겪을 갈등을 상할 수 있다. 

1.3 S#21

그림 9. 조니 폰테인을 마중 나온 비토

씬21에는 5개의 서사가 있다. 그  각각 1개의 서사

가 삭제 는 추가 다. 오 닝 시 스의 후반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써 인물의 소개가 이어진다. 원작보

다 조니 폰테인의 비 이 었고 그의 옛 친구인 니노

라는 인물이 삭제 다. 소설에서 비토는 할리우드로 진

출하려는 조니 폰테인에게 니노와 사이가 틀어진 것을 

혼내며 우정이 부라고 조언한다.

추가된 장면에서 도가 소개되는데 원작에서는 

소니와 함께 하객들을 마  나와 있는 것으로만 설정된

다. 하지만 화에서 도는 술에 취한 듯이 살짝 비틀

거리며 등장하며 마이클과 이에게 장난을 걸어온다. 이

는 한 도의 인간 이고 나약한 성격을 보여 다. 

화에서 원작보다 조니 폰테인의 비 이 어든 가

장 큰 이유는 비토와 마이클의 이야기에 이 맞춰지

고 있기 때문이다. 오 닝 시 스가 진행되는 것을 보

더라도 마이클이 이에게 인물들을 소개하는 비 이 

결국 비토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이클이 비토의 잔인함을 설

명하면서도 이것은 비즈니스이며 자신과는 다르다는 

말을 한다. 그 후에 비토는 양자인 조니 폰테인을 따뜻

하게 마  나가는 장면이 이어진다. 곧바로 비토는 사

라진 소니를 찾는데 이는 조직의 부로써의 잔인함과 

비 으로 가정 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다.

< 부> 오 닝 시 스에서 다 일 구성은 각색자의 

과 인물의 소개를 해 서사의 추가나 삭제가 이

졌다. 여기서 서사의 추가는 각색자에 의해 완 히 새

롭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원작에 있는 인

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성격을 상 으로 보여주기 

해 서사가 추가될 수 있다. 반면, 화에서 다루는 주제

와 련이 부족한 인물의 서사는 삭제된다. 

원작에는 없던 가족사진 서사의 추가는 화가 주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에 집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조직의 부로써 사람들에게 경의와 두려움의 

상인 비토가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은 다

일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 이다. 

2. 일대다 구성

원작 서사의 10, 16, 26, 27, 31, 34([그림 6] 참조) 이

게 6개의 서사가 16개의 씬(3, 5, 7, 13, 14, 16, 18, 19, 

20, 22, 23, 24, 25, 26, 27, 29)으로 나뉘었다. 각 서사에

서 씬의 개수는 서사 10에서 3개(3, 5, 7), 서사 16에서 

3개(13, 14, 16), 서사 26에서 3개(24, 26, 27), 서사 27에

서 3개(23, 25, 27( 복)), 서사 31에서 3개(씬18, 19, 20), 

서사 34에서 2개(22, 29)로 총 16개( 복 1개 포함)이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3묶음의 씬들(3, 5, 7/ 23, 24, 

25, 26, 27/ 18, 19, 20, 22, 29)(*)에서 추가와 교차 반복

된 서사를 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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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3, 5, 7

그림 10. 사진사에게 화풀이하는 소니

결혼식에 등장한 FBI의 서사가 식장 정원의 모습과 

비 으로 교차 반복되고 있다. 소니가 사진사와 마주

치자 사진기를 뺏어 부수고 돈을 땅바닥에 던지고 자리

를 뜨는 서사가 추가 다. 이것을 통해 소니라는 인물

의 성격을 알 수 있다. 

FBI의 등장은 원작에도 서술된다. 화에서는 이 서

사를 비 인 씬으로 세 번이나 교차 반복해서 보여

다. 택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음악 소리와는 조 으

로 심각하게 FBI가 차량 번호 을 는 장면이 묘한 긴

장감을 불러온다. 추가된 서사의 장면을 보면 각색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기들에 해 객들에

게 상을 하게 만든다. 특히, 소니의 불같은 성격을 보

여 으로써 앞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그 행

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해 불안함과 궁

증을 느끼게 한다. 이는 소니라는 한 인물만이 아닌 앞

으로 다가올 코를 오네 패 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2.2 S#23, 24, 25, 26, 27

그림 11. 루시와 정사를 벌이는 소니

비  시 스의 교차 반복이 드러나는 < 부> 오

닝 시 스의 표  부분이다. 이미 씬 13, 14, 15에서 

소니와 루시가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로 인해 객은 방 안에서 소니와 루시의 행동에 이

미 심을 갖고 상하게 된다. 톰 하겐은 비토의 명령

을 듣고 소니와 루시가 있는 2층 방문을 두드린다. 원작

에서는 이미 소니와 루시가 정사를 마친 후에 톰 하겐

이 그들을 찾는 것으로 설정 다. 하지만 화에서는 

소니와 루시가 정사를 하는 도  톰 하겐이 방해를 하

는 것으로 변형 다. 방문 밖에 톰 하겐의 모습과 방 안

의 소니와 루시의 정사하는 장면을 교차 반복 으로 

객들에게 보여 다. 객은 톰 하겐의 찰자  입장을 

따라간다. 방에서 나오는 신음 소리를 통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궁 증을 유발한다.  

소니와 루시의 정사 서사를 비  씬의 교차 반복으

로 보여 으로써 소니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밖에서는 조직의 2인자로써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

이는 소니지만 그는 아내가 에 있음에도 여동생의 결

혼식날 바람을 피운다. 톰 하겐은 소니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난다. 소니

는 비토가 그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루시와의 정사를 이어간다. 이를 통

해 앞으로 비토와 소니의 계를 상해볼 수 있다. 

2.3 S#18, 19, 20, 22, 29

그림 12. 조니 폰테인을 혼내는 비토

자(代子)인 조니 폰테인이 온 것에 반가워하며 배

웅까지 나갔던 비토가 그의 나약함을 혼내는 서사이다. 

조니 폰테인은 밖에서는 유명한 가수이지만 부 앞에

서는 자신의 일을 해결하지 못해 물을 보이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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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 다. 서사들의 이러한 비  

구성은 인물의 등장과 성격의 소개뿐만 아니라 정반

의 상황과 사건이 교차 으로 반복됨으로써 다음 서사

로의 진행을 연결해서 보여  때에 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씬 29에서 루시와의 정사를 마친 소니가 집무실로 들

어오는 서사가 추가 다. 원작에서 소니가 티에 정신

이 빠져 있다가 조니 폰테인이 왔다는 사실을 창문을 

사이로 두고 비토에게 달한다. 하지만 화에서는 소

니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오는 설정으로 변형 다. 소

니를 조용히 혼내는 비토의 모습에서 그에게 실망한 모

습을 볼 수 있다. 씬2에서 추가된 가족사진 상황과 연결

선상에 있는 이 서사는 마이클에 한 비토의 사랑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도와 다. 

< 부> 오 닝 시 스에서 일 다 구성은 비  구

성의 교차 반복을 통해 서사의 진행을 이어간다. 이는 

곧 이야기의 진행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인물의 성격 소

개를 효과 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비  씬들의 

연결은 곧 극  효과를 높이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사의 추가와 변형은 각색자의 을 명확하게 해

다. 일 다 구성으로의 변형은 조직의 부이자 세 

아들의 아버지인 비토의 서사를 원작소설보다 극 으

로 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낸다. 

Ⅴ. 나가며

원작소설과 시나리오의 서사 계 비교를 통해 각색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 부>의 

오 닝 시 스에 용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안하

는 분석 방법은 형식  분석과 의미  분석의 2단계로 

구성했으며, 삭제, 추가, 변형의 각색 기법과 이를 사용

하는 경우의 형 인 의미를 서술했다.

*제안하는 각색 스타일 분석과정

1. 1단계 형식  분석: 삭제, 추가, 변형

2. 2단계 의미  분석: 형식  분석의 의미

이 과정에서 작성한 소설-시나리오 변환 도해는 ‘

부 노트북’이라는 방 한 각색 도구에서 착안해서 스타

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한 제안하는 분석 

방법을 < 부>의 오 닝 시 스에 용한 결과 원작소

설에서 찾아낸 각색자의 을 화에 용, 상화하

기 한 각색 기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특히, 다 일과 

일 다 구성을 통한 비  씬의 교차 반복은 화의 

주제와 분 기, 인물 소개를 극 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는 각색자의 의도로 인한 변

형으로 원작과는 다른 화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분석 방법이 원작이 있는 

화의 각색 스타일 분석에 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각색 화 창작을 한 도구로써 쓰일 가능성이 있

다는 결론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하는 각색 스타일 분석 방법의 용방법

1. 원작소설과 각색 화의 각색 스타일 분석에 용

2. 화 제작을 한 각색 창작 활동에 용

향후 과제로 의 방법을 < 부> 체 시 스에 

용하여 각색 스타일  기법에 따른 거시 인 화의 

흐름의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소설이나 

희곡과는 다르게 독립 일 수 없는 시나리오의 매체  

한계 을 넘어 소설의 서사가 어떻게 화 언어로 표

되었는지를 논의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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