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미 어에  매치 컷  통한 시·공간 표현 연
- 화<드라큘라>(1992)를 심 로-

용
한 학  만화·애니 학과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pace and time by match cut in the 

image media
-focusing on the movie, Bram Stoker's Dracula (1992)-

Yong-Seob Lim
Dept. of Cartoon & Animation, Sehan University

  약 매치 컷(Match cut)은 상미디어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몽타주(montage) 기법이다. 이 기법은 활용의 범 가 넓고,

수용자에게 다양한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기법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쇼트와 쇼트 사이에 발생되는 의미작용에 바탕을 두

고, 매치 컷 활용이 다양하게 표 되는 화 <드라큘라>을 분석하 다. 매치 컷을 통한 오 젝트들의 결합방법과 도출되는

표 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합의 방법에 따라 발생되는 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활용의 정도는 한정 이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화<드라큘라>에서 드러나는 매치 컷의 활용방법을 분석하고, 그 쓰임과 표 에 있어 매치 컷

표 의 역량을 제시하고자 하 다. , 앞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성역량을 심으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철학

쟁 에 바탕을 두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해 비슷한 의미작용이 드러나는 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회화 작품

<회화(painting)>(1946)와 <자화상(self-portrait)>(1969)과 비교분석하 다. 이 두 미디어를 분석함으로써 쇼트와 쇼트사이

에 유목(nomadism) 방법으로 ‘오 젝트와 오 젝트’, ‘색과 색’등을 통해, 결합·생성으로 발생되는 ‘되기(becoming)’ 의 의

미작용이 다양하게 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주제어 : 몽타주, 매치 컷, 쇼트, 의미작용, 아 라, 들뢰즈

Abstract Match cut is the montage technique that is widely used in the image media. This technique is versatile 

to generate the receivers a variety of meanings. In this article, the match cut shorts applied in the movie, Bram 

Stoker's Dracula, were analyzed based on the meanings occurred between the shorts. In addition, the analysis 

methods were based on the philosophical issues of Gilles Deleuze which had been analyzed focusing on the 

generation competency. Also, Francis Bacon’s paintings, ‘painting’ (1946) and ‘self-portrait’ (1969) demonstrating 

similar meanings were compared to assist understanding. Upon the analyses of these two media, the meanings of 

‘becoming’ that had the feature of nomadism between the shorts and occurred in the process of combined generation 

were analyzed. Therefore, match cut occurred in the image media was found to function to the receivers in a variety 

of ways and the degree of its utilization was not limited upon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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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몽타주 기법 디졸 (dissolve)는 상미디어의 쇼

트들을 좀 더부드럽게 만드는 기법 하나이다. 이정하

(2017, p139-151)는 고다르의 화를 분석함으로서 몽타

주 기법 컷(Jump cut)을 분석하여 몽타주 기법

의 술성과시·공간연출에 해서연구하 다[3]. 강

경래(2015, p233)는 몽타주는 고다르에게 있어 흔 과 같

은 편의 존재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 컷은 피사

체는 고정되어 그 주변이 변화되는 기법이다. 매치 컷

(Match cut)은 컷과는 다른 기법이다. 그리고 그 과

정에서 의미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본고에서

는 첫 번째, 매치 컷의 의미를 살펴보고, 두 번째, 란시

스 베이컨의 작품과 화<드라큘라>를 비교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을 살펴볼 것이다.

2. 매치 컷

매치컷은 쇼트 환을 한 몽타주 기법들 하나를

말한다. 즉, 특정 오 젝트등을이와 유사한타 오 젝트

와 매치시킴으로써 장면 환을 유도하는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카츠(Steven D. katz)는 매치 컷을 한 장면 속에서

환되는 쇼트들의 변화라고 언 했는데, 이는 구체 으로

첫째 두 개의 오 젝트들 즉 피사체들이 서로 다른 장면

속에서 동일한 액션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 두 개의 피

사체들을 이용해 시간과공간의 환을유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 장면 속에 있는 피사체가 다른 장면으

로의 환을 시도하며 비슷한 형태의피사체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8].

매치컷은 화, 애니메이션, 디지털미디어 작업등의

다양한 장면에서시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한 장면

이 다른 장면으로 이어질 때오 젝트들을 탈 토화시키

며 용된다. 이처럼 특정 상이 옮겨가는 과정은 수용

자들에게 각기 다른 커뮤니 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스탠리 큐 릭 감독(Stanley Kubrick)은 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1968년)에

서 원시인이 던진 동물의 조각을 비슷한 형태의 인공

성으로 환시키는 것으로 매치 컷 기법을 사용하 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속도로 발 함에따라 이러한

표 의 활용 범 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16-18].

매치 컷은 실재하는 것을 환하는 아날로그 방법

뿐만 아니라 실재가 아닌 가상공간 속 디지털 이미지를

환하는 방법에도 용된다. 심해련(2011,pp. 93-94)은

이러한 이미지를 두 가지로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 번

째는 하나의 상을 추상 의미보다 감각 �구체 재

체로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를 꿈과 같은 타지

요소에 의한 비존재 산물로 보는 것이다[15]. 이 두 종

류의 이미지는 모순성을 지니고 있고, 실재가 아니면서

실재를 재로 실재 이상의의미를갖는다고설명하 다.

3. 철학적 미에  매치 컷

매치 컷은 화, 애니메이션, 고 그리고디지털 미디

어 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치 컷의

표 방법은 한정 이지 않으며, 어떤 한공간에서 타 공

간으로의 이동을 유도할 수있는 기법인 동시에, 한 공간

안에서 발생되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법이기

도 하다. 이것은 들뢰즈(Deleuze)가 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아 라(Aplat)’라는 용어와

견주어생각해 볼수 있다. 들뢰즈는 베이컨의그림을 ‘골

격, 형태, 윤곽’으로 나 어 분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격이 바로 ‘아 라’다[9]. 아 라란 베이컨이 한 캔버스

안에서 상과 상을 서로 련지어 생각할 수 없을 정

도로 단 시키고, 상을 감싸는 큰 원형안에 색감을 채

워 이를 다른 상과 단 시킨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

러한 표 은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시도하는 방법으

로써 상과의 단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곳

으로 이동해 새로운 상과 결합한 후 새롭게 생성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베이컨은 형태를 문지르거나 드

리핑하여 비의미 이거나 비재 인 선들을 표 하고,

새로운 형태 속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디아그램

(diagremme)을 도입하기도 했다. 베이컨의 작품 <페인

(Painting)>(1946)을 살펴보면, 신체 형상이 해체되어

있으며 살덩이만 존재할 뿐 기 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체가 새로운 기 을 만나면 다른 의미로재탄

생되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새로운 것과 결합해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킨다. 그는 <자

화상(Self-portrait)>(1969)에서처럼 자신의 얼굴을 자신

이 문지른 듯한 방법을 사용해 새로운 형상을 표 하기

도 했는데, 이는 실재하는 것을 추상 이미지로 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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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존재물을생성한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성

체는 베이컨의 다른 형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른

‘존재물-되기’의들뢰즈가 이야기하는 ‘변조’를 이용한

다른 존재물, 즉 유목 창조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 방법은 새로운 상으로 변환되기 의

형상으로서 ‘되기(becoming)’의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인간의 몸에 비유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가 아

닌 기 이 없는 살덩어리이며 군가의 기 이 그 살덩

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어 다른 창조 존

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몸과 연결

지어 설명되지만, 인간의 몸이 아닌 ‘ 술, 경제, 정치 등

모든분야’의 새로운 배치 생성을뜻한다고도 볼수 있다.

이에베이컨의자화상은 다른 ‘존재-되기’의시도이자,

새로운 창조물로 연결되는 잠재 역량을의미하는 것이

라 사료된다[1, 4-7, 14].

이러한 에서 볼 때, 상미디어 역시 여러 매체와의

이종 교배를 통해 다양한 변화와 생성을 만들어 내는 데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미디어 안에서의

‘되기’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그 하나인 매치 컷은 베이컨이 아 라를 이

용해탈주를 표 한 것처럼 화면공간 상의 시·공간을 가

로지르며 새로운 쇼트와 매치됨으로써 상황을 개시키

는 힘을 갖는다[10].

Fig. 1. Francis Bacon. Painting. 1946. 

       Oil and pastel on linen

Fig. 2. Francis Bacon▶diagramme ▶Francis Bacon, 

self-portrait.1969 

4. 화<드라큘라>에  나타난 매치 컷 

쇼트 분

화 <드라큘라>는 1992년 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감독이 제작한 로맨스 타지 호

러 화이다. 이 화에는 다양한 디졸 (dissolve)기법

들이 부드럽게 용되어 있으며, 술성 한 뛰어나다.

그 매치 컷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크게 ‘오 젝트,

질감, 색’의 3가지를 활용해 시·공간의 환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3의 매개물을 통한 매치 컷

에 의해 시�공간이 환된 경우이다.

그림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쇼트는 아치형 건축

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사랑을 나 는 장면이다. 이때 공

작의 깃털이 와이핑(wiping)되면서 공작 깃털의 원형 문

양이 아치형 터 로 연결� 환되고, 시간이 낮에서 녁

으로 바 게 된다.

▼ Time-space conversion

Fig. 3. Time-space conversion by a Object to the 

other Object

두 번째는 그림 Fig. 4에서 처럼 오 젝트에서 오 젝

트로 직 환되는 방법이다.

이 쇼트는 ‘불’에서 ‘달’로 환되는 매치 컷이다. 하나

의 어두운 공간에서 원형을 이루고 있는 불 그룹이 어두

운 밤하늘의 보름 달 형태로 환되면서 공간 이동이 이

루어진다. 이후 이동한 공간의 아래에서 새로운 장면이

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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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 conversion

Fig. 4. Space conversion by Objects

세번째는 아래 그림 Fig. 5처럼 오 젝트가인물로

환되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 쇼트는 각기 다

른 장소에 놓인 액자속 사진을 활용해 공간 이동을 시도

하고 있다. 액자 속 사진은 드라큘라 백작의 죽은 옛 연

인 ‘엘리자베스’이며, 해당 사진을통해 이동된 공간안의

인물은 시 로 환생한 조나단의연인 ‘미나머 이’다.

매치컷의 상인사진 속 ‘엘리자베스와 미나’는 동일 인

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이경우는 컷보다는 매치

컷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space conversion

Fig. 5. space conversion by a Object to the a 

Subject

네 번째는 색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이되는 그림

Fig. 6과 같은 방법이다. 조나단이있는 드라큘라백작

택의 어두운 배경이 미나가 사용하는 타자기의 어두운

부분으로 바 면서 미나의 방으로 공간 환이 이루어지

고 있다.

▼ Time-space conversion

Fig. 6. Space conversion by Colors

다섯 번째는 비슷한 질감을 가진 오 젝트를 이용해

공간을 이동시킨 그림 Fig. 7의 경우이다. 이 장면에서는

미나와 루시의 화 공간에 제3의 하 를 삽입하여 하

의 목재 질감이 마차의 목재 질감으로 이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차가 스테이지를 우에서 좌로

와이핑하며 공간 환을 이룬다.

▼ Time-space conversion

Fig. 7. Space conversion by Textures

마지막으로는 그림 Fig. 8은 동일 성질을 가진 오 젝

트에 의한 공간 이동이다. 이 쇼트는 드라큘라 택에 있

는 드라큘라가 촛불 사이에서 규하는 부분이다. 이때

드라큘라 에 놓인 촛불 그룹은 다른 공간에 놓인 동일

성질의 촛불 그룹으로 환된다.

▶ Time-space conversion

Fig. 8. Space conversion by objects of the sam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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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 <드라큘라>에 나타난 매치 컷  

철학적 미

김기덕(2008,p.28-34)은 동양의 삼원론(三元論)으로

상, 캐릭터 그리고 통의 태동과 변화를 분석하 다.

삼원론이란 헤테로(Hetero), 호모(Homo), 뉴트로

(Neutro)를 말하며, 여기서 헤테로와호모는 양극의 힘이

라고 볼 수 있다. 호모가 변형을 지(沮止)하는 힘이라

면 뉴트로는 변형시키고자 하는힘, 즉 음과양을 뜻한다.

그리고 뉴트로는 이 두 개의 양극을 융합하여 조화를 이

루는 성 힘이다[12]. 덧붙인다면, 매치 컷의 몽타주

기법은 상 안에있는 뉴토(Neuto) 즉 ‘0’을 의미하는기

본 실재에서 장면을 환시키는 두 가지의 힘을 생성

한 후두 개의쇼트를하나로 융합시켜새로운 시·공간으

로 이동하게 된다. 한 쇼트와 장면을새로운 상 술

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에 앞서 설명한 오 젝트, 색, 질

감 등은 새로운 곳에서 타 상 는 공간과 충돌함으로

써 새로운 의미를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쇼트

의 변화는 수용자로 하여 각자의 시각에서 다른 의

미를 창출할 수있게 만든다. 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변별 자질을 일깨우고, ‘의미 부여(coding)’와

‘해독(decoding)’을 가능하게 하는 기호 생성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11].

화 <드라큘라>에 나타난 매치 컷의 활용은 단순히

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단 된 쇼트의 환 기법(transition) 등의 변화

수 가 아닌, 수용자들의 시각을 상 안으로 불러일으

키는 환 을 통해 컴퓨터 그래픽 편집의 속임과는 다

른 감동을제시한다. 뿐만아니라, 그 변화의작동순간에

무한의 의미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를 들면, 첫째 Fig.

1에서 연인의 회 장면이 기차가 지나가는 터 장면으

로 환되는 매치 컷의 경우 ‘사랑’ 는 ‘시·공간 이동’

등은 수용자에게 많은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타포

(metaphor) 역할을 한다. 이는 하나의 쇼트로써 한정

된 토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토리의 개를 나타내는

힘과 결합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액자 속 드라큘라 백작

의 옛 연인 엘리자베스의 낡은 사진이 재의 미나의 모

습으로 환되는 매치 컷은 한 인물이 비슷한 인물(비록

동일 인물이 1인 2역을 했을지라도)로 환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미나가 백작의 옛 여인과 매우 닮았다는

것 혹은 동양의 윤회 사상에 근거한 환생을 설명해 주는

임팩트 있는 쇼트라 할 수 있다. 미나가 단순히 과거 백

작의 여인을 닮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환생을 의미

하는 것인지에 한 해석은 수용자에게 무한히 열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 기법은 들뢰즈가 설명하는 ‘이미 존

재하고, 가지고 있거나, 완벽한 상태에서의 사유’가 아닌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 사유를 설명하는 좋은 질

료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참고 그림

(Fig. 4-8)처럼 ‘색감을통한 시�공간의 변환, 동일 질감을

통한 환, 동일 성질을 통한 환’은 수용자를 사유하게

만드는 좋은 질료가 되며, 상호 계를통해 새로움을 자

아내는 역량을 지닌다.

6. 결론

본 연구 결과, 두 개의 쇼트가 결합하여 다른 하나의

결과로 이동하는 의미 작용은 이와는 상반된 동일 오

젝트 간 환 기법인 컷 는순간 으로 시·공간이

환되는 단순한 디졸 효과와는 달리, 그 환 과정 속

에서 수용자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페르소나

(persona)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매치 컷은 다양한 장르의 상미디어에서 활용·표

되고 있다. 한국 화에서도 매치 컷은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는데, 일례로 화 <베테랑>에는 서도철부인이 뇌

물성 돈 가방을 던지는 순간 장소가 환되면서 가방이

서도철의 서류철로 변해 내동댕이쳐지는 쇼트가 등장한

다. 이는 권력에 한 불만과 반발, 는 서도철이 있는

경찰서에부인이곧 나타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쇼트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 작용이 일어

날 수 있다. 그 다고 해서 매치 컷이 항상 다양하고 복

잡한 의미 작용을 해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 본 논문이 매치 컷을통한복잡한의미 생성과 단순한

의미 생성의 좋거나 나쁜 경우를 양분해 밝히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본 논문은 매치 컷의 활용 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연

구해 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미디어 아트 등의 분야에

매치 컷의 장 을 다양하게 용시켜 으로써 매치 컷

의 무한한 발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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