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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화에 있어서 몽타쥬란 것은 시간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뒤집으면 시간의 공간화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는 미래이든 과거든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며, 분리된 사건을 함께 볼 수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간이 공간화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간이 
시간화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화 속의 공간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표현한다. 

영화 <써니>가 단순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현재로 끌고 와서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 하는 데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진다. 강형철 감독은 그가 가진 특유 영화 연출 언어를 배합함으로 식상
함을 유쾌함으로 진부함을 통쾌함으로 바꾸어 냈고, 과거 청소년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를 관객들
에게 만들어 줬다. 그는 “영화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적 이야기 창작이며 그 시각적 이야기의 배경은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말한다. 영화 <써니>에 나타난 감독의 창의적 시공간 연출을 분석하고자 한다.

■ 중심어 :∣써니∣몽타쥬∣영화적 시간∣영화적 공간∣창의적 시공간 연출∣
Abstract

In cinema, a montage can be defined as temporalization. In reverse, it is evident that this method 
results in the spatialization of time. In movies, you are free to go to the past or future, see separated 
times together, and separate the same time into different ones. Therefore, in one aspect, time is turned 
into space, and on the other hand, space is turned into time. In conclusion, space in cinema inevitably 
expresses time.

The movie <Sunny> the creative arrangement of time and space played a big role in making a movie 
that simply overlaps a story from high school to the present attract over seven million audiences. 
Director Kang Hyung-cheol used his unique film production language to transform boring into 
cheerfulness and stale to delight, and he helped the audience heal their wounds from their youth. He 
said,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movie production is creating visual stories, and the background of 
such visual story is time and spac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reative time and space 
production of the director in the film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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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화는 감독의 상상과 개성이 표출되기 위해서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창의력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 감각이 감독 특유의 독창
성으로 표현되는데 개인의 이념과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
적 개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독특한 스타일을 구성한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둘러싼 공간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공간과 시간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이는 때
때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머물
러 어떠한 깊은 추억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
싼 모든 것들에 이토록 쉽게 매료되고 영향 받는다는 점
이 사람만이 간직하는 감성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전히 변화하는 주변세계와 함께 감각의 경
험을 영유해 나가고 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신의 선물
을 우리는 지켜보며 그대로를 감각하기도 또 그와 함께 
면면히 움직이는 경험을 맞이하기도 한다.

영화에는 영화적 시간과 영화적 공간 그리고 이 두 가
지를 그 이면에서 조종하는 중요한 요소로 영화적 행동
을 말할 수 있겠다. 영화적 행동은 영화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다[1]. 영화적 행동은 배우의 연기
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본고에서는 영화적 시간
과 공간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는 시간적으로 조직화된 공간이다[2][3].
영화 <써니>가 단순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현재로 

끌고 와서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 하는 데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진다. 영화 개봉 
당시 너무도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다. 진부한 이야기
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희화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부터 
청소년들에게 싸움이 삶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구실과 방
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당장 영화를 내리라고 으름장
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영화 <써니>는 많은 사
람들에게 추억과 함께 옛 친구들을 찾아보는 순 기능으
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냈다. 이런 갑론을박이 등장한 이
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해 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단순한 플롯과 행동을 다룬 
작품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에피소드 식이다. 여기서 말
하는 에피소드 식이란 여러 에피소드 들이 개연적이지도 
필연적이지도 못하게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4].

이처럼 이야기의 단순함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지향하
라 했다.

그러나 영화 <써니>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강형
철 감독은 그의 특유의 연출 언어를 배합함으로 식상함
을 유쾌함으로 진부함을 통쾌함으로 바꾸어 냈고, 과거 
청소년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를 관객들에게 
만들어 줬다. 그는 <과속 스캔들>에서의 클리셰도 그의 
연출 언어로 깔끔히 정리하여 스타덤에 오르는 감독이 
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가 짧게 
던진 이야기 한마디가 그의 영화 연출의 정수를 말하는 
것으로 기억된다.

“영화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적 이야기 창작
이며 그 시각적 이야기의 배경은 시간과 공간이다[5].”

본고의 연구방법은 영화<써니>에 나타나는 시공간 가
운데 감독이 시공간 배열에 창의적인 특색을 보인 장면
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텍스트 선택은 대중적인 
극장판보다 감독이 자신의 영화 정수라고 판단되어지는 
감독판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요즘 젊은 감독들
이 배우들의 연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연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의 연출은 배우들 연기만이 
전부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감독이 창의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영화 <써니>를 분
석함으로 확연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Ⅱ. 선행연구

데뷔작<과속스켄들>부터 830만 명이라는 관객을 몰고 
온 강형철 감독은 두 번째 작품 <써니>에서도 700만 이
상의 관객에게 웃음과 기억의 소환을 선물했다. 그는 특
유의 영상언어로 관객내면의 향수를 웃음코드로 승화 시
켰다.

<써니>의 선행논문들은 의외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승룡(2012)[6]은 <써니> 플래시백에 대한 연구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플래시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
어 낸 것이 작품분석에 유일한 논문이며 그는 감독이 플
래시백을 사용하는 미학적 이유와 심리적인 이유를 씨퀀
스 분할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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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논문들은 “영화 <써니> 의 대중소통 방식”에
서 손현석, 박덕춘(2011)[7]은 스타파워에 의존하지 않
고 대중들의 기호를 잘 활용하여 대중소통에 큰 성과를 
거둔 영화로 평가한다. 최병근(2011)[8]은 <써니>를 통
해 본 복고 이미지와 환각적 기호로서의 향수에 관한 연
구에서 과거를 투사하는 공간이미지와 과거를 불러오는 
기표와 그 표상으로 관객의 판타지에 부흥한 영화로 설
명한다.

또 다른 담론으로 이안나(2013)[9]는 영화 <써니>를 
통해본 복고영화 제작의 가능성에서 어느 한 시대를 표
현하여 추억하게 만드는 영화의 제작과정과 다양한 과거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시대 구현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한 정확한 재해석과 관
객의 요구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지호(2013)[10]는 영화<써니>와 <건축학개론>을 텍
스트로 문화적 기억이 기억의 재현 가능성과 그 담론 작
용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다른 한편은 영화<써니>
의 중국어 번역을 담은 것 뿐 이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담론은 주로 건축학과 실내 디자
인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었고 영화 전반에 
걸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분석하거나 감독의 연출 방
법을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강
형철 감독의 영상언어를 통한 창의적 시공간 연출 분석
으로 배우연기에 의존하는 현존하는 신인감독들의 의식
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Ⅲ. 영화에서 시공간 개념

1. 영화적 시간
영화적 시간은 학자들 마다 많은 견해를 내 놓고 있지

만 분류하는 이름이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Keith Cohen은 영화적 시간을 3단계로 분류
하였는데, 추상적 시간(Abstract time). 심리적 시간
(Psychological time), 체험적 시간(Experiential 
time)이다. 그는 추상적 시간을 Bergson이 주장한 과학
적 시간(Scientific time)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것을 현실에서 흐르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영화가 시작
되어 끝날 때까지의 상영시간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것

을 서술적 시간(Narrative time)이라고도 보았다[5] 
[11]. 심리적 시간이란 영화 속에 내재한 시간으로서 영
화 속 이야기의 시간을 말한다. 작품 내에 존재하는 시간
으로 천년의 세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의 이야기, 혹은 
10분의 이야기 일 수도 있다. 실제의 상영시간과 작품 
내 스토리상의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1). 
세 번째의 시간은 체험적 시간으로서 똑같은 길이의 영
화작품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는 사람이 어
느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면 그는 극히 짧은 시간
만의 경과를 경험했을 것이고 만일 아주 지루한 감정을 
느꼈다면 상대적으로 아주 긴 시간의 경과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다[12].

John L. Fell은 시간을 시간Ⅰ(Time Ⅰ), 시간Ⅱ
(Time Ⅱ), 그리고 시간Ⅲ(Time Ⅲ)으로 나누었는데 
[13]이 역시 Cohen이나 Zettl의 분류와 내용상 크게 다
를 바 없다.

또한 A.A.Mendilow도 시간을 둘로 나누고 그 첫 번
째를 개념적 시간(Conceptual time)이라 했으며 두 번
째를 허구적 시간(Fiction time)이라고 하였는데 명칭상
의 차이점만 있을 뿐 그 내용은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14].

랄프 스티븐슨과 장 R. 데브릭스는 영화에 있어서의 
시간을 물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 그리고 극적 시간으로 
분류했다[15]. 물리적 시간이란 움직임이 촬영되는 시간, 
즉 그것이 스크린에 영사되는 시간을 말하며 심리적 시
간이란 관객이 영화를 볼 때 경험하는 시간의 경과에 대
한 주관적․정서적인 인상을 말한다. 극적 시간이란 어떤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 질 때, 그 사건을 묘사하는 데 걸
린 압축된 시간을 말한다[16]. 여기서의 차이점은 
Cohen이 체험적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심리적 시간이
라 하였고, Cohen이 심리적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극적 
시간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역시 내용적인 면에서
는 동일하며 단지 명칭상의 의견이 틀릴 뿐이라고 보아
야 하겠다.

영화적 시간은 실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시간에 비해 
생략되고 수정되고 선택된 시간이다[17]. 이 시간들은 

1) Fred Zinnemann의 High Noon, Robert Wise의 The 
Set-Up, Agnes Varda의 Cleo de 5 b 7, Alfred Hitchcock의 
Pope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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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적 시간과 비연대기적 시간으로 나뉘어 작품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 자체 만으로의 의미보다 공간과 
더불어 공존하며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현대에서 영화적 시간은 보다 다양해 졌다. 다양해 졌
다는 의미는 인간생활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이 
영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영화적 
시간은 현존하지 않는, 영화 속에서 만 존재하는 창의적
인 시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을 인공적 시간이라고 표현
한다.

2. 영화적 공간
Cassirer는 인간과 그가 속한 공간에 대한 관계를 세 

가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환경의 여러 조
건에 적응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의 개념을 유기적 
공간이라고 하며 실용적 공간 구분에 해당된다.

둘째. 온갖 종류의 감각경험 - 시각, 촉각, 청각, 근육
감각-의 요소들을 통하여 지각적으로 파악될 때의 환경
을 지각적 공간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과 공간적 관계들이 인간에게만 추상
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때의 공간
을 추상적. 또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한다[18].

영화적 공간도 Cassirer가 설명한 공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영화라는 매체 속에서는 시간과 항상 
동행하는 운명을 갖는다.

앙드레 말로는 그의 저서“영화심리”에서 ‘영화의 예술
로서의 출발은 고정공간의 파괴에서 시작한다.’라고 말
했다[19]. 이 말의 의미는 한 씬을 표현할 때 분절하는 
숏을 의미한다.

공간에 대한 인간들의 기억은 인지 공간과 낯선 공간
으로 분류되어진다. 인지 공간은 그 사람의 기억요소 가
운데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사건들을 소환하려 한다. 낯선 공간은 새로운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시선이 존재하며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실내공간은 스토리 전개, 암시는 
물론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와 역사적 배경을 대변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인물의 존재는 공간이 있음으로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이기에 ) 영화에서 형태와 공간에 의한 심리묘사가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표현 하는 공간의 
상징성은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19].

영화 속 공간은 스토리. 배우의 성격. 사회적 지위 등 
많은 것들을 여러 상징적인 요소로 표현 할 수 있다. 실
내 공간의 성격은 빛과 색 그리고 형태, 카메라의 구도. 
소품 의상등의 요소들로 공간적 배치를 통해 디자인적인 
장면으로 재현된다.

영화 화면을 구성할 때 중점을 두는 세 가지 요소, 즉 
투영될 배경의 조형 . 깊이로 인식되는 공간의 영력 그리
고 이미지 차원은 모두 디자인의 중점적인 관심 요소이
다[20]. 이러한 구성은 바로 내용(감정의 삶)의 시각적 
요소로 표현되어진 상징적 표현의 공간이다[21].

많은 감독들이 영화를 씬 별로 연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순수한 영상이미지의 조합
을 선호하는 부류와 흔히 내러티브 또는 이야기 구성을 
갖는 부류가 있다. 전자는 시점을 조절하고 장면을 새롭
게 인식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후자의 경우는 기호화
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영화적 장치들을 이끌어서 연계된 
전체이미지를 조각하듯이 만들어낸다. 공간적 연결이 미
장센이라면 시간적 연결은 몽타주로 본다[22].

영화 연출이란 대상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존재 가능한 
현상을 발견하고 인간의 의식을 통하여 재구성되고 경험 
가능한 대상적 사물에게 그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
위이다[23]. 영화적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감독의 창의
적 의식공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면 영화 속에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 공간들을 우리는 인공적 지표[24]라는 말을 
써 왔다. 이 인공적 지표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시간은 
다른데 공간이 겹치는 공간에 대한 의미로 겹 공간이라
는 말로 대신한다.

Ⅳ. 영화 <써니>에 나타난 창의적 시공간 연출

1. 창의적 시공간 연출 분석 
2000년대 한국 영화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

서 커다란 성장을 하였다. 특히 화면구성에 있어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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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을 배열하는 편집기법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들이 다수 연출 되어졌다. 영화<클래식(2003)>에서 
곽재용 감독은 손예진이 엄마 일기장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책상위에 올려놓는데 그 사진을 통하여 과거 조
승우를 소환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2003)>에서 미장원 방울소
리와 자전거의 따르릉 벨소리가 디졸브 되면서 오대수는 
과거로 넘어간다. 수아의 자전거 씬에서 카메라가 팬을 
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오대수가 등장한다. 이후에 같은 
공간에 과거의 오대수와 현재의 오대수가 동시에 등장하
는 시공간 연출을 선보였다.

김대승 감독이 선보인 <가을로(2006)>에서 검사가 된 
현우가 연인 민주에게 백화점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나 백
화점 붕괴로 연인을 잃고 그의 흔적을 찾는 영화인데, 세
진이라는 여자와 동행하면서 같은 공간에 과거 연인 민
주가 등장하는 시공간 연출을 한 영화이다.

강석범 감독은 영화 <해바라기(2006)>에서 오태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동창 최민석이 
오태식의 과거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영화적 시간은 과거
로 넘어갔지만 그 과거를 설명하는 경찰 최민석과 그 동
료의 경찰차가 같이 과거로 넘어가는 시공간 연출을 하
였다.

봉준호는 영화 <마더(2009)>에서 진태가 불량소년들
을 취조하는 장면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과정으로 죽
은 아정을 소환해 불량소년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장면
을 연출해서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위 다섯 편의 영화에서 시공간 연출에 대한 감독들의 
색깔과 기법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 하다.

강형철 감독은 영화 <써니>에서 다른 감독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공간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선보였다.

영화 <써니>는 전체 90개의 씬으로 구성되어진 영화
이며 이 영화에서 감독의 창의적 시공간 연출로 판단되
는 씬 6개를 살펴보기로 하자.

1-1)씬 11 겹공간과 인공적시간 현재- 과거

그림 1. 옛 학교를 찾은 성인 나미

그림 2. 어깨를 부딪친 학생의 사과

그림 3. 사복 입은 아이의 짜증

그림 4. 뒤돌아 보는 성인 나미(과거의 상황)

그림 5. 나미 눈에 보이는 등교 풍경

그림 6. 부딪친 팔을 잡고 있는 어린 나미

[그림 1]은 성인 나미가 공항에서 돌아오다가 옛 기억
이 나서 본인이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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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성인 나미는 두 가지 기억을 소환해 온다. 자신이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와 자신의 딸이 당시 자신의 
처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림 2]는 등교하는 학생
이 성인 나미에게 부딪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이
다. 뒤이어 [그림 3]은 사복을 입은 학생이 다시 부딪치
고 사과대신 짜증을 내면서 지나간다. [그림 4]는 바로 
이어서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굣길에 몰
려오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성인 나미의 시선이며 [그림 
5]는 그 시선으로 카메라가 360°회전하면서 같은 공간
에 시간은 80년대로 돌아간다. [그림 6]은 처음 전학 온 
나미가 성인 나미의 부딪힘을 이어 받아 부딪친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등굣길에 서있는 그림이다.

영화 <써니>에서 강형철 감독의 첫 번째 창의적인 시
공간 연출이다. 감독은 성인 나미의 시선으로 카메라를 
한 바퀴 돌리면서 학생들의 교복이 자율화된 사복으로 
바뀌고 계절도 활짝 핀 봄꽃으로 정리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의 몰입도는 급상승했을 것이고 같은 공간에서 카메
라의 움직임으로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과거 기억으로의 소환을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시
골에서 전학 온 나미의 심리상황을 주변학생들의 의상과 
비교해 주면서 앞으로 펼쳐질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관객에게 예측시켜 주며 본인들의 기억을 불러오는 일석
이조의 겹공간과 인공적 시간을 창의적으로 연출한 장면
이라 하겠다.

1-2)씬 18 겹공간과 인공적 시간 과거 – 현재

그림 7. 교무실로 오는 나미

그림 8. 교무실로 들어서는 나미

그림 9. 교무실에 들어서는 성인 나미

[그림 7]은 선생님이 나미에게 사생대회 신청서가 나
왔다고 교무실에 들르라고 해서 교무실로 가는 나미이
다. [그림 8]은 교무실로 들어서는 나미의 모습으로 왼편
은 현재, 오른쪽은 80년대의 학교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복도에 아무것도 없다가 다음 장면에서는 배경에 사물함
들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림 9]는 교무실로 들어서는 
성인 나미의 모습이다. 이 장면은 앞에서 카메라가 360°
회전하면서 시공을 초월했다면 여기서는 들어서는 교무
실 문 하나로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되는 감독의 재치를 
표현한 장면이다. 이 장면 역시 겹공간과 인공적 시간을 
창의적으로 연출한 장면이라 생각 되어진다.

1-3)씬 39 겹공간과 인공적 시간 현재 – 과거

그림 10. 황급히 숨는 성인 나미

그림 11. 숨어있는 상황

그림 12. 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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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얼굴을 내미는 나미

[그림 10]은 딸 예빈이 누군가에게 맞아 멍이든 것을 
보고 성인 나미가 미행하다가 딸의 눈을 피해 숨는 장면
이다. [그림 11]은 카메라가 숨어있는 성인 나미를 향해 
가는 장면이다. [그림 12]는 손이 나타난다. 곧 성인 나
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림 13]은 앳된 나미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 나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준호를 
바라본다. 이 장면은 추격 씬을 연상케 하는 짦은 스릴을 
선사한다. 황급히 숨는 성인 나미의 엉성한 미행을 궁금
해 하는 관객의 마음을 적절히 파고드는 장면이다. 건물 
한 켠으로 숨자 카메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숨은 자를 찾
으러 가듯이 트래킹을 한다. 트래킹의 정점에 손이 나타
나는데 당연히 관객은 성인 나미의 손이라 생각할 때 귀
여운 나미가 깜짝 등장한다. 이 장면은 제임스 카메론 감
독의 <타이타닉(2012)>에서 디카프리오와 윈슬렛이 짐
칸 선실 자동차에서 정사를 나눈 후 손만 먼저 올라오는 
장면의 스릴과 동일하다.

길지 않은 이 장면으로 동일한 장소이지만 나미의 등
장으로 관객은 80년대로 바로 회귀 한다. 성인 나미가 
자신의 딸을 걱정하여 어설픈 미행을 통해 현재시간에
서, 준호를 미행하는 나미의 짝사랑하는 마음이 과거로 
이동하여, 성인 나미와 나미가 서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미행하는 행동의 일치와 마음을 선보인다. 이 장
면으로 관객은 동일 공간에 나미의 등장으로 인공적인 
시간을 만들어 낸 감독의 위트에 관객은 또 하나의 선물
을 받는다.

1-4)씬 69 같은 공간과 인공적 시간 과거-현재

그림 14. 미소를 지으며 차창을 바라보는 나미

그림 15. 반영으로 보이는 나미의 모습

그림 16. 반영으로 보이는 성인 나미

그림 17. 생각에 잠긴 성인 나미

[그림 14]는 춘천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나미가 
기차 안에서 한준호를 그리다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운
데 그가 웃음을 보이자 마음이 들떠서 고개를 차창 밖으
로 돌리는 장면이다. [그림 15]는 차창에 반영으로 비춰
진 나미의 모습이다. [그림 16]은 카메라가 팬을 하면서 
새로운 반영을 보이는데 성인 나미의 모습이다. [그림 
17]은 춘천에 있는 한준호의 음악다방에 찾아가고 있는 
사색에 잠긴 성인 나미의 모습이다.

이 장면은 카메라 팬을 통해서 나미의 들뜬 모습을 반
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월이 훌쩍 흘러 성인이 된 성인 
나미의 사색에 잠긴 반영을 보여주면서 현재로 오는 재
치 있는 시공간 연출 장면중 하나이다. 춘천행 기차에 몸
을 싣고 가는 두 사람을 시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서로 마
주 앉아있는 개념이 된다. 두 사람 다 한준호로 인하여 
춘천행 기차를 탔다. 과거의 한준호는 같은 열차 안에 있
고 성인 한준호는 음악다방에 있을 것이다. 나미는 짝사
랑하는 마음으로 춘천에 가고 있고 성인 나미는 오랫동
안 묵혀두었던 감정정리를 위해 춘천을 향한다. 이 복잡
한 두 사람의 심리표현과 시공을 넘나드는 같은 공간, 인
공적 시간을 창출해 낸 감독의 창의적인 연출이 돋보이
는 장면으로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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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울면서 걷는 나미

그림 19. 사색하며 걷는 성인 나미

그림 20. 나미와 성인 나미의 조우

그림 21. 성인 나미가 나미를 안는다

[그림 18]은 울면서 길을 걷는 나미의 모습이다. 짝사
랑하는 한준호가 친한 친구 수지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
격하고 감정이 복받쳐서 울면서 오는 중이다. [그림 19]
는 가슴 한 구석에 앙금처럼 남아있던 짝사랑했던 사람
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림을 전해 주고 오면서 많은 
감정들이 정리되는 성인 나미이다. [그림 20]은 나미와 
성인 나미가 만나는 아주 영화적인 장면이다. [그림 21]
은 서럽게 울고 있는 나미를 성인 나미가 포근히 안아 위
로 해 준다.

이 장면은 영화 <써니>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장면이다. 감독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해보기 전에 친구에 의해 가슴에 큰 상
처를 입은 나미와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감정이 깃들인 

그림을 전해 주고 가슴 밑바닥의 앙금을 털어버렸지만 
어딘가 모를 야릇한 여운이 남아있는 성인 나미를 한 공
간에서 만나게 했다. 이 장면은 감독이 무형의 심상을 유
형으로 표현한 영상미학적으로도 훌륭한 명장면이다. 이
런 공간과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공적인 지표와 인공적인 시간이 서로 조우했다고 표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영화 전체가 이 장면을 
위해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면은 영화
만이 표현이 가능하다. 영화만이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같은 공간에서 현재로 진행 되지만 결코 현재라
고 표현할 수 없는, 관객 개개인의 가슴속 깊이 간직한 
노스텔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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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차창 밖을 보는 성인 나미

그림 23. 하교하는 학생들의 장난

그림 24. 사색에 잠기는 성인 나미

그림 25. 밝게 웃어주는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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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성인 나미의 웃음 화답

[그림 22]는 공항에서 남편과 딸과 돌아오는 길에 차
창 밖을 바라보는 성인 나미이다. [그림 23]은 등교하는 
학생들이 가방을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여 한 사람이 몽
땅 들면서 웃는 모습이다. [그림 24]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성인 나미의 모습이다. [그림 25]는 나미
와 친구들이 놀면서 성인 나미와 눈을 맞추고 활짝 웃는
다. [그림 26]은 그 웃음에 화답하고 있다.

이 장면은 딸 예빈과의 관계도 원만해졌고 개인적인 
앙금도 털어낸 성인 나미가 차창 밖의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과 써니 멤버들을 소환해서 서로 눈을 맞추고 그 시
절로 돌아가고 싶은 내면의 세계를 시공을 초월해서 표
현한 것이다. 전체 창의적 시공간 6개의 연출 장면 중 에
필로그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보여 진다. 이 장면은 별다
른 기법이나 장치 없이 성인 나미의 시선과 과거로부터 
소환해 온 써니 멤버와 나미를 통해서 시선을 맞춘다. 시
선일치를 통해 담담하게 현실공간에서 추억시간과의 조
우를 관객들에게 환상적으로 다가오게 연출한 장면이다.

Ⅴ. 결 론 

영화에 있어서 몽타쥬란 것은 시간화 라고 말할 수 있
으며 그 방법을 뒤집으면 시간의 공간화라는 결과가 나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는 미래든 과거든 상상의 우
주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
는 사건을 함께 볼 수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누
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간이 공간이 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이 시간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
으로 영화 속의 공간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표현한다
[25].

강형철 감독은 영화 <써니>에서 영화 속의 공간과 시
간을 현실세계에 없는 방법으로 영화화 했다. 단순한 고
등학교 때 이야기를 현재로 끌고 와서 시간과 공간을 넘

나들며 700만이 넘는 관객에게 향수를 소환케 해 줬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무형의 감정을 유형으로 바
꾸는 시간과 공간의 절묘한 배합에 있었다.

영화 <써니>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영화라고 말
한다. 하나는 나미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
나는 성인 나미의 가족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달리 본다. 하나의 축은 성인 나미의 친구들 이야기
임에는 동의하나 다른 하나는 나미의 이야기라고 생각되
어 진다.

앞에서 살펴본 6개의 씬은 영화 전체에서 분량으로 볼 
때 지극히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전체
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며 미학적, 심리학적, 극적으로 
필요 충분하며 하나의 영화 속 단편영화를 연상케 한다.

첫 번째 장면에서 성인 나미는 현재에서 과거로 자신
을 소환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과거로 소환한 나미를 
통해 현재에 나타나 선생님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세 번
째 장면에서는 현재 사랑하는 딸 예빈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미행하다가 과거 자신이 미행했던 한준호를 소
환해 낸다. 네 번째 장면은 한 인물(한준호)에 대한 감정
을 과거 나미와 성인 나미가 열차 안에서 공유한다. 과거 
나미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 현재 성인 나미는 
해 묵은 감정 정리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같은 열차 안에
서 같은 대상을 향해 가는 두 사람의 공존이 바로 그것이
다. 다섯 번째 장면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인공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과거 나미는 친한 친구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서럽게 울면서 돌아오고 있고 성인 나미
는 아주 오랫동안 간직했던 마음을 그림을 전달해 줌으
로 정리했지만 허전하고 여운이 남아있는 마음을 다스린
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인 나미는 어린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씬을 마무리 한다. 마지막 여
섯 번째 장면은 모든 것이 현재로 돌아온 성인 나미에게 
향수를 소환했던 나미의 활짝 웃는 웃음으로 답하며 환
상적으로 마무리 되어 진다. 이 장면은 에필로그 형식으
로 보여 지며 영화 속 단편영화를 마무리 한다.

이상의 6개의 씬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
고 있으며 영화 속의 영화로 간직된다. 현재-과거로 시
작해서 과거- 현재로 이어지는 이 모든 씬의 역할과 능
력은 오롯이 시간과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출한 
강형철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의 산물이다. 한국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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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는 시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연출은 아직도 부
족하다. 배우의 연기에 의존하는 연출보다 창의적인 아
이디어로 승부하는 영화가 더 많이 양산되기를 기대한
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영화 예술이 세계예술의 중심에 
서서 독보적인 예술매체로 발전해 온 것은 타 매체가 모
방하려 해도 매체특성상 영화만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의 
창의적인 연출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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