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캐롤>은 2015년 토드 헤인즈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
다. 이 작품에서 토드 헤인즈는 두 여성의 사랑과 그들
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간다. 토드 헤인즈는 2002년 발표한 <파 프롬 헤븐>에

서도 비슷한 설정의 사랑 이야기를 선보인바 있다. 퀴
어시네마의 뉴웨이브 감독으로도 알려진 감독답게[1] 
두 영화 모두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장애물을 만난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
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설정과 전개 과정을 가진 이 두 
영화는 엔딩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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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드 헤인즈 감독 작품 중 사랑을 주제로 다룬 두 작품을 분석한다. 두 작품은 <파 프롬 헤븐>과 <캐롤>로 
각각 2002년과 2015년에 발표된 멜로 영화이다. 두 영화 모두 맺어지기 힘든 연인들을 다루고 있으며, 사랑
의 장애와 극복 과정이 주요 스토리로 전개된다. 두 작품은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작가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작품에서 감독의 의도와 인식 변화 과정을 원작 소설과
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영화에서 사용된 영상표현방법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원작 소설을 변형한 
캐릭터 설정, 연인의 심리와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미장센, 프레이밍 등의 영상표현
방법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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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wo films on the theme of love, <Far from heaven> and <Carol>, which were 
released in 2002 and 2015 respectively, directed by Tod Haynes. Both movies have similar narratives 
of obstacles and overcoming of love, and deal with love that is not accepted by society. Two films 
conclude differently under similar situations, where the author’s change can be obser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uthor’s arguments and the process of chang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novels and image expression method used in the films, especially focusing on the variations 
of characters in the original novels and Mise-en-scene and framing methods that visually depict the 
obstacles to the mind and love of l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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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헤인즈의 인식변화, 그리고 <캐롤>의 제작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캐롤>은 1952년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영
화화한 작품이다. <프라이스 오브 솔트>가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출판사와의 문제로 제목이 바뀌었다[2]. 
영화 <캐롤>은 소설 <캐롤>의 전개를 매우 유사하게 따
라가서 소설의 일정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제외하
면 내용상 두 작품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소설에 없는 내용이 영화에 추가됨으로서 만들어진 결
과를 보면 감독의 제작의도,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소설 원작자와는 다른 메시지를 가늠해 볼 수 있
다. 토드 헤인즈는 <캐롤>에서 원작 소설과 달리 두 여
성의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자 극복해야할 장
애를 설정하고, 그 극복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다. 두 여성의 힘든 상황은 사회적의미의 여성프레임으
로 볼 수 있다. 

‘프레임’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각의 처리 방식이며 어떤 대상 또는 개념
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뀐다[3].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프
레임은 다수의 의견으로 규합되어 실체화하는 틀로 작
용하기도 한다[4]. 따라서 소설과 영화에서 다룬 동성애
는 당시의 사회적 프레임에서는 캐릭터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영화 <캐롤>이 다루
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라는 프레임보다는 다른 프레
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롤의 가정
과 딸, 테레즈의 종속적 계급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두 
주인공인 캐롤과 테레즈가 각각 가정과 계급이라는 프
레임에 갇혀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영화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토드 헤인즈가 사용한 표현
방법은 시각적 프레임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임은 시청
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그 자체이며 시청자들이 이 프레
임 속에 들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순서로 받아들이게끔 
작업을 한다. 영상은 이 화면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5].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토드 헤인즈는 프레임 사용 방법이다. 그는 작품에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추가하여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강조한다. 영화의 두 여성 캐릭터들의 답답한 상황을 
이 프레이밍 작업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캐릭터들의 사회적 프레임을 시
각적 프레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영화 전체
에 걸쳐 등장인물에 사용된 중첩된 프레임들은 영화 안
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내용상의 사회적 여성프레임
과 결합하여 구속에 대한 더욱 강력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에서 이것들을 동시에 해소시
키며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적 프레임 전략은 토드 헤인즈가 대본을 쓰
고 연출을 한 2002년 작품 <파 프롬 헤븐>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좀 더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소제를 
다룬 작품 엔딩에서 영화 <캐롤>과 크게 비교되는 다른 
결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 관련 사회적 
프레임에 대한 토드 헤인즈의 인식의 변화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영화 <캐롤>과 소설 <캐롤>의 비교 분석, 
같은 감독의 작품인 <파 프롬 헤븐>과 <캐롤>의 비교, 
그리고 전달하고자하는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 드러난 화면 분석을 통해 토드 헤인즈가 전달하
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본다.

Ⅱ. 원작 소설 <캐롤>과 영화 <캐롤>의 여성 
캐릭터 비교

소설은 테레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테레
즈 없이 캐롤만 등장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등장인
물 중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테레즈가 유일하
다. 반면 영화는 캐롤의 비중을 늘리면서 두 여성의 문
제를 하나씩 다룬다. 이것은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
이점 중 하나이다.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원작을 변형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6]. 아래에서는 그 차
이점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아
본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소설은 (주)그책 2016년 김미정
이 번역한 <캐롤>이다[7].

1. 테레즈
소설 1장에서는 테레즈의 암울한 배경과 그곳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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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려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녀의 환경을 보여준
다. 영화에서도 이런 배경 설명을 미장센과 연기를 통
해서 보여주고 있다. 단지 소설에서는 전지적 시점에서 
테레즈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영화의 테레즈가 캐롤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
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설의 테레즈는 캐롤에
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다. 
영화의 이런 캐릭터 설정 변화에서 테레즈가 왜 캐롤에
게 그렇게까지 순종적이고, 왜 감독은 원작을 바꾸면서
까지 그것을 강조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10p에 테레즈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인 백화점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16 
-17p에서 테레즈는 그녀가 근무하는 매장 트랙 위를 
돌며 분노와 좌절을 분출하는 기차와 자신을 동일시한
다. 같은 궤적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장난감 기차는 테
레즈의 현실을 반영한다. 테레즈는 기차를 보고 자신의 
일상을 떠올리며 혐오한다. 심지어 테레즈에게 기차의 
궤적 소리는 사람의 비명 소리(으아악)로까지 들린다. 
그렇기에 소설에는 기차를 움직이는 스위치를 올린 누
군가의 손을 저주한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영화에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테레즈와 기차를 동일시하는 작업
을 한다. 하지만 소설의 캐롤이 인형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영화에서의 캐롤은 이 기차를 구입한다. 그리고 
영화의 캐롤은 등장과 함께 실수로 장난감기차 트랙 스
위치를 건드려서 기차를 멈추게 한다. 캐롤이 기차를 
멈추고 그 기차를 구입하는 내용은 소설에는 없는 설정
이다. 영화에서 추가된 것이다. 영화의 이 장면은 캐롤
이 암울한 환경의 테레즈를 구원한다는 해석도 가능하
지만 동시에 캐롤이 테레즈를 구입한다는 의미로도 해
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 후 발생하는 캐롤과 테레
즈의 계급, 종속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계급의식은 사회구조적 요소와 심리학
적 요소의 종합적인 개념이고 강력한 동적현상이 형성
되는 과정이다[8]. 단순한 끌림으로 시작된 만남으로 보
이지만 그 이면에는 캐롤의 자본에 의해 테레즈의 환경
과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테레즈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 것

이다. 
2장부터는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다. 테레즈는 캐롤의 집을 방문한다. 영화의 테레즈는 
소설의 그녀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 테레즈는 손님
이면서도 차를 서빙하고 도와줄 일을 물어보는 등 마치 
가정부 같은 행동을 하며 소설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
된다.

108p 캐롤의 집을 방문한 테레즈는 캐롤의 남편과 
마주치며 불편한 상황에서 떠나겠다고 말한다. 캐롤은 
테레즈에게 더 있으라고 얘기한다. 테레즈가 거절하자 
캐롤은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다. 테레즈 역시 고집
을 굽히지 않자 캐롤은 풀이 죽는다고 소설에서는 얘기
하고 있다. 영화는 다르다.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겠다는 
테레즈가 캐롤에게 말은 하지만 소설과 같은 갈등은 없
고 오히려 캐롤의 지시대로 테레즈는 움직인다.

199p에서 캐롤은 테레즈에게 여행을 제안한다. 테레
즈는 경제적 이유와 새로운 일자리 문제로 거절할 생각
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캐롤이 테레즈를 설득하는 과
정이 꽤 길게 표현된다. 사실 이것이 상식적인 전개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테레즈는 캐롤의 이 제안
을 바로 받아들인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들이 영화가 소설과 다르게 테레
즈에 대한 묘사를 한 부분들이다. 즉 수동적이고 종속
적으로 변형된 테레즈의 캐릭터와 장애물에 대한 설정
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캐롤과 테레즈의 단순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구매에 
의한 것이라는 상징이 추가된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 테레즈와 캐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인 435페이지에서 테레즈는 캐롤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말한 약속장소로 간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테
레즈는 기다리고 캐롤이 늦게 도착한다. 영화의 엔딩은 
소설의 설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 테레즈는 만나자는 
캐롤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을 돌린 
테레즈가 캐롤이 있는 장소에 늦게 도착한다. 소설의 
설정과 달리 캐롤의 제안을 거절하는 테레즈, 늦게 도
착하는 테레즈, 즉 지금까지의 테레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큰 변화를 맞은 테레즈인 것이다. 실제로 테레즈
가 캐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영화에서 이 장면이 유
일하다. 그리고 캐롤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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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권을 이전과 다르게 테레즈가 완벽하게 행사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정권인 동시에 테레즈와 
캐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극복해야할 장애물 
중 하나였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주체는 테레즈이다.

2. 캐롤
74p에서 테레즈와 캐롤은 약속을 잡고 처음으로 만

나게 된다. 그들의 첫 만남에서 테레즈는 캐롤에게 성
이 아닌 이름을 물어보고 정확한 호칭을 요구한다. 기
본적으로 테레즈는 캐롤과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간다. 
영화에서 이 둘의 대화는 소설에 비하면 매우 절제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이 둘이 서로를 알아가며 호감을 가
지는 디테일한 과정이 묘사되어있는 반면 영화는 이름
만 확인하고 다음 약속을 잡는 대사가 전부이다. 여기
까지는 소설을 압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부분에서 영화는 소설에 없는 두 여인의 배경 설
명이 더해진다. 영화는 소설의 대사를 대부분 생략했지
만 두 여인의 배우자 혹은 애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
고 있다. 토드 헤인즈가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에서 이 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들과의 관계를 
중요한 과정으로 본 것 같다. 영화의 이 장면에서 소개
되는 캐롤과 남편과의 갈등이 소설보다 구체적이다. 그
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시어머니, 캐롤과 하지의 딸 
린디가 있다. 결국 둘의 첫 만남부터 토드 헤인즈가 소
설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서까지 만든 설정은 캐롤의 
결혼에 의한 환경인 것이다.

125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소설에서는 캐롤의 딸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캐롤이 테레즈에게 딸과의 관계
가 좋지않다는 언급 정도만 한다. 실제로 소설에서는 
캐롤과 딸 린디가 함께 있는 장면이 없다. 전화 통화와 
딸에게 받은 편지를 읽는 것이 전부이다. 영화에서 딸
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캐롤에 비해 소설에서
는 딸에 대한 캐롤의 집착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다. 이 설정은 영화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준다. 캐롤이 
테레즈와의 원하는 사랑을 하기에는 딸과의 이별은 너
무나도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고, 캐롤이 결국 이 문제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장애물 
극복에 대한 중요한 설정인 것이다.

203페이지에서 캐롤의 남편 하지는 캐롤을 어떤 식

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캐롤을 조정하
고 억압하는 등 캐롤이 하지를 거부하는 이유를 구체적
으로 말한다. 이 부분은 영화의 설정과 차이가 있다. 영
화에서의 하지는 캐롤을 사랑한다. 하지에게 문제가 없
어 보이기에 오히려 거부하는 캐롤의 심리를 파악하게
끔 진행된다. 즉 캐롤이 사랑을 찾는 것은 남편에게 문
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끌리는 상대를 찾는 과
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캐롤이 딸 린디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이유
는 딸을 위해서라고 직접 말한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 결국 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덧붙인다. 즉 
자신의 동성에게 끌리는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성인 딸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다는 판단이다. 소설에서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린디
의 양육권을 미끼로 그녀의 여러 행동에 제약을 건다. 
캐롤은 그 제약들을 거절하면서 양육권을 빼앗긴 것으
로 나온다. 소설에서 캐롤이 양육권을 재판에서 빼앗긴 
설정은 초반에 이미 나온다. 영화에서의 양육권은 영화 
후반부에 캐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설정이 바뀐
다. 이 양육권은 영화의 캐롤이 테레즈와의 만남을 방
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남편 하지가 양육
권을 조건으로 캐롤이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과 남편 
가족과의 만남을 고통 속에서 지속하게끔 하기 때문이
다. 영화 후반에 캐롤이 이 양육권을, 자신에게 가장 소
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나서야 그녀는 테레
즈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양육권, 소중한 딸과
의 관계를 포기하고서야 그 댓가로 캐롤은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Ⅲ. 영화 <캐롤>의 프레임 사용 방법과 의미 
- 프레임에 갇힌 두 여성

물론 동성애라는 프레임에 갇힌 두 여성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동
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라기보다는 각각에게 존재
하는 프레임들이고 영화는 그것을 다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 두 인물에게 영상적 프레임 작업을 하는가
이다. 이 작품에서의 프레임 작업은 단순히 두 여성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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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를 환경에 가두어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엔딩의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프레임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인물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테레즈

그림 1. 테레즈의 집[9]

그림 2. 테레즈가 바라보는 남자친구

그림 3. 상품 진열대안의 테레즈

그림 4. 직장에서의 테레즈

그림 5. 테레즈와 그녀를 좋아하는 남성

[그림 1]은 영화 오프닝 이후 초반에 등장하는 테레
즈의 모습이다. 첫 등장 장면부터 테레즈는 자신의 집
에서 프레임 안에 나타난다. [그림 2]는 테레즈의 시점
샷으로 보이는 남자친구로,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여행, 
결혼 등을 계속 요구한다. 테레즈는 이 남자가 싫지는 
않지만 미래를 약속하는 것에는 주저한다. 이후 캐롤을 
만나고 이 남자는 테레즈에게 짐이 된다. [그림 3]과 
[그림 4]는 직장에서의 테레즈 모습이다. 테레즈는 이 
직장을 싫어하고 이직하고 싶어 한다. 이 공간에서 테
레즈는 그림과 같이 진열된 상품의 하나로 보인다. 이
런 시각적인 설정은 앞에서 언급한 캐롤의 테레즈 구입
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림 5]는 테레즈
를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와 테레즈의 모습이다. 사진 
기자인 이 남자의 직업에 테레즈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프레임과 인물사이를 막는 미장센으로 표현 되
었다.

테레즈는 이 공간과 인물들 안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테레즈의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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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롤

그림 6. 가정에서의 캐롤과 딸

그림 7. 프레임 속의 캐롤

그림 8. 캐롤과 친구

그림 9. 남편 부모 집에서의 캐롤

소설은 테레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캐

롤이 테레즈 없이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테레즈와 
캐롤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간다. [그림 6], [그림 7]은 
영화 초반 캐롤에 대한 그림들이다. 집에서 딸과 다정
한 시간을 보내는 캐롤과 딸의 모습이다. 이 딸은 캐롤
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짐
이 된다. [그림 8]에서 캐롤 옆에 있는 여성은 캐롤의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이다. 이 여성과의 과거 문제로 
캐롤은 딸의 양육권을 위협 받는다. [그림 9]는 캐롤이 
혐오하는 시댁 모임에서의 캐롤 모습이다. 영화 마지막
까지 캐롤을 괴롭히는 공간과 사람들이다.

3. 두 여성 캐릭터와 프레임

그림 10. 테레즈가 바라보는 캐롤과 딸

그림 11. 차를 가지고 캐롤에게 다가가는 테레즈

그림 12. 테레즈가 바라보는 캐롤 부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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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테레즈가 바라보는 캐롤 부부2

그림 14. 캐롤 부부를 바라보는 테레즈

그림 15. 테레즈가 바라보는 캐롤 부부3

테레즈는 캐롤의 집을 방문한다. [그림10], [그림 11]
에서 테레즈는 자신이 손님이면서도 차를 준비해서 캐
롤과 딸에게 다가간다. 테레즈의 시점샷을 통해 캐롤의 
프레임을 보여준다. 소설에서는 이 부분에서 딸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캐롤과 테레즈가 다정한 시간을 보낼 때는 딸의 모습
은 보이지 않는다. 프레임도 정상이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온 뒤 캐롤과 남편은 언쟁을 한다. [그림 12-15]는 
테레즈의 시점샷으로, 이 장면은 롱테이크로 촬영이 되
었는데 프레임 안에 인물을 가두어서 캐롤의 환경을 강
조하여 보여준다.

그림 16. 다시 만난 테레즈와 캐롤

테레즈는 캐롤의 집을 방문 후 둘의 미래가 밝지 않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캐롤이 테레즈의 집을 방문
한다. [그림 16]은 이때 보여지는 프레임에 갇힌 두 여
성의 모습이다. 두 여성의 미래에 큰 장애가 있다는 것
을 인식한 이후 그들의 대면은 그림과 같이 극도로 강
조된 프레임 안에서 보여진다. 같은 장소에서 보여지는 
[그림 17]의 사진쇼트는 테레즈가 캐롤의 집을 방문하
는 날 찍은 사진이다. 아예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의 모
습이다.

그림 17. 테레즈가 찍은 사진 프레임안의 캐롤

그림 18. 테레즈가 바라보는 캐롤

이 사진은 테레즈가 캐롤의 집을 방문하기 직전 캐롤
이 크리스마스트리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12640

진기로 캐롤을 찍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소설에는 존
재하지 않는다. 감독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설정인 
것이다. 테레즈는 쇼핑하는 아름다운 캐롤의 모습을 카
메라에 담으려 차에서 내린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보이
는 캐롤의 모습에서는 프레임을 찾아 볼 수가 없다[그
림 18].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쇼트에 후
반작업을 통해 추가하는 프레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쇼트에서 프레임이 빠진 것은 테레즈의 눈에 비친 
캐롤의 매력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장면은 테레즈가 캐롤의 남편과 딸을 보기전의 모습
인 것이다. 이때 테레즈가 바라본 캐롤의 모습과 캐롤
의 가정을 확인한 후 인화된 캐롤의 모습은 테레즈의 
시점에 의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인물이
지만 두 그림과 같이 비교되어 보여진다. 원작소설과 
달리 사진에 관심을 갖는 테레즈 설정은 이 장면을 위
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Ⅳ. 토드 헤인즈의 2002년 작품 <파 프롬 헤
븐>에서의 프레임과 색의 사용

이 영화는 인종차별이 배경이 되고는 있지만 보다 근
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캐롤>과 마찬가지로 프레임 극
복으로 볼 수 있다. <캐롤>에서 사랑을 위해 테레즈와 
캐롤이 각각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었다면, 
이 영화는 여주인공 캐시와 그녀의 남편 프랭크의 프레
임을 다루고 있다.

그림 19. 가정에서의 캐시와 딸[10]

그림 20. 가정에서의 캐시와 남편

[그림 19], [그림 20]은 가정에서 캐시의 프레임이다. 
영화 <캐롤>에서 캐롤에게 사용한 가정의 프레임과 비
슷한 설정이다. [그림 19]에서 딸은 화장하고 있는 캐시
에게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 말에 캐시 또
한 기뻐한다. 영화가 전개되기 전 가정의 두 여성이 현
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21. 동성애 바에 들어가는 프랭크

그림 22. 다시 유혹받는 프랭크

[그림 21]은 프랭크가 자신도 모르고 있던 동성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다. [그림 22]는 아내와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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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다시 동성애에 빠져들게 되는 장면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랭크의 동성애 관련 장면들은 푸른
색과 녹색이 강조된 느와르 장르를 연상케 하는 미장센
으로 구성되어있다. 남편 프랭크의 동성애 성향으로 가
정의 위기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미장센은 캐시의 위
기에도 사용된다. 프랭크의 동성애 성향은 프랭크의 위
기일 뿐 아니라 캐시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림 23. 캐시가 바라보는 레이몬드

그림 24. 레이몬드와 대화하는 캐시

그림 25. 후안 미로의 그림을 감상하는 캐시와 레이몬드

[그림 23], [그림 24]는 캐시와 레이몬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다. 극단적인 프레임 안에 레이몬드를 몰

아넣었다. 캐시 역시 배경 프레임을 사용하여 가두어 
놓았다. 이 둘의 만남이 순탄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참고로 [그림 25]는 캐시와 
레이몬드가 스페인 화가 후안미로의 그림을 감상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다. 꿈을 그리는 화가로도 
알려진 후안미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둘의 
호감이 설명되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림 내용과는 역설
적으로 액자가 강조되어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 내기
도 한다.

그림 26. 데이트를 떠나는 캐시와 레이몬드

그림 27. 함께 춤을 추는 캐시와 레이몬드

캐시와 레이몬드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다. 이들이 
출발할 때 창틀 프레임을 이용해 위기를 보여주고 둘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의 조명은 프랭크의 동성애를 보여
줄 때처럼 푸른색으로 위기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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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딸 발표회로 이동 중인 캐시1

그림 29. 딸 발표회로 이동 중인 캐시2

그림 30. 딸 발표회장1

그림 31. 딸 발표회장2

[그림 28], [그림 29] 캐시가 딸의 학교 공연을 보러
가는 그림에서도 공연장에 다가가면서 변하는 그림 컬

러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같은 시간대이지만 공연장에 
다가가면서 화면은 어느새 푸른색으로 바뀌어 있다. 
[그림 30], [그림 31] 공연장의 마을 사람들은 캐시가 
흑인과 만난다는 소문때문에 캐시와 딸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때의 화면 역시 푸른색이 강조된 모습이다.

그림 32. 캐시가 바라보는 친구

그림 33. 캐시와 대화 중인 친구1

그림 34. 캐시와 대화 중인 친구2

캐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이 여성도 캐시와 레
이몬드의 소문을 듣고는 궁지에 몰린 캐시를 외면한다. 
위 장면과 마찬가지로 [그림 32] 프레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친구의 모습과, [그림 33], [그림 34] 같은 장
면에서 배경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드 헤인즈 작품에 나타난 프레임 사용 643

그림 35. 캐시와 광고 액자

그림 36. 프랭크와 광고 액자

그림 37. 행복한 가정 이미지의 광고

[그림 37]은 영화의 소품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액
자이다. 프랭크 직장 관련 광고로 보이는데, 이 그림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이 담고있다. 행복한 중산층 백인 
가정 프레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통해 휘태커 부부를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
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설정이다.

그림 38. 인터뷰하는 캐시와 프랭크

그림 39. 캐시와 레이몬드를 보는 주변 시선1

[그림 38]은 영화의 초반 장면인데 기자가 캐시를 인
터뷰하는 모습이다. 행복한 가정을 인터뷰하는 내용상
의 설정뿐 아니라 시각적인 구성도 장면의 완성도에 기
여한다. 거울까지 이용한 미장센에서 캐시가 사방에서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다. 캐시의 전방에 인
터뷰하는 기자, 측면의 사진기자, 거울을 통한 흑인 가
정부까지 휘태커 부부를 보고 있다.

그림 40. 캐시와 레이몬드를 보는 주변 시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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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위기의 캐시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1

그림 42. 위기의 캐시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2

물론 이 영화는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인
종 프레임만을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위기의 휘태
커 부부를 프레임 안에 바라보는 것은 비단 백인만이 
아니다. 흑인들 역시 이들 부부를 보고 있는 것이 영화 
전반을 통해 나타난다[그림 40-42]. 인종 프레임보다 
가정 프레임이 이 영화에서의 더 큰 관심사로 보이는 
이유이다. 

휘태커 부부에게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프레임이 존
재하고 그것이 이 부부, 캐시와 프랭크의 배우자가 아
닌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다. 캐시와 프
랭크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의 사랑을 꿈꾼다. 
캐시가 레이몬드와 만나기 위해서는 가족과 인종 프레
임을 극복해야 하고 프랭크는 가족과 동성애 프레임으
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결국 캐시는 이 프레임을 극복하
지 못하고 레이몬드와 이별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제시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 대한 프레임이 
캐시를 통해서만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결론에
서 다시 언급하겠다.

Ⅴ. <캐롤>의 엔딩과 구성 비교

그림 43. 캐롤에게 다가가는 테레즈의 시점샷1

그림 44. 캐롤에게 다가가는 테레즈의 시점샷2

그림 45. 엔딩의 테레즈

그림 46. 엔딩의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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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프롬 헤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던 여성의 프레
임 극복에 대한 토드 헤인즈의 인식이 <캐롤>에서는 달
라진다. 결국 내용과 캐릭터 이외에도 영화 내내 시각
적으로 강조해 왔던 프레임이 물리적으로 해체되며 멋
진 엔딩 장면의 감동을 만들어 낸다. 지면에서 영상을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테레즈는 [그림 43], [그림 
44]와 같이 캐롤을 응시하며 그 앞을 가로막는 여러 피
사체들을 좌우로 밀어내며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앞
에 선 테레즈를 캐롤이 맞이한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프레임에 대한 내용과 시각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이 설명하기 어려운 엔딩의 감동을 만든 이유로 보여진
다. 시각적 프레임을 과도할 정도로 사용한 이유는 그
것을 엔딩에서 해체하기 위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캐롤>에서 테레즈와 캐롤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
갔다면 <파 프롬 헤븐>에서는 주인공 캐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남편 프랭크의 동성애 문제로 시작
된 갈등으로 캐시는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때 
가까워진 흑인 남성 레이몬드에게 애정을 느낀다. 이 
부부는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남편 프랭크가 자신의 정
체성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대상과 이루어진 반면 캐시
는 레이몬드와 헤어진다. 이것을 사랑의 성취 관점에서
만 보면 프랭크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의 프레임을 극
복한 것과 달리 캐시는 레이몬드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프레임 역시 유지된다.

토드 헤인즈의 <캐롤>은 1945년 데이비드 린의 <밀
회>의 처음과 끝 장면의 구성과 영상 표현 방법을 그대
로 차용한 장면이 나온다[11]. 얼핏 보면 안타까운 사랑
을 다룬 고전에 대한 오마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영화가 시작하고 그 장소에서 영
화가 끝나는 점에서 이 장면은 <캐롤>보다는 <파 프롬 
헤븐>과 좀 더 비슷하다. 캐시와 레이몬드가 서로의 프
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하면서 영화가 끝
나는 <파 프롬 헤븐>, 가정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주
인공 여성의 이야기인 <밀회>는 내용상의 설정도 비슷
하다. 그리고 시작과 끝의 공간 역시 기차역으로 동일
하다. 토드 헤인즈는 이 부분을 <캐롤>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밀회>나 자신의 이전 
작품인 <파 프롬 헤븐>과 달리 <캐롤>은 프레임 극복에 

대한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소재를 
다루었지만 다른 결론을 보여준 것이다. <캐롤>은 앞의 
두 작품과 달리 영화가 처음 시작한 장소로 돌아 온 뒤 
계속 전개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달라진 두 여성 캐릭
터가 다른 조건에서 새롭게 만나는 내용을 보여준다. 
달라진 두 여성 캐릭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프
레임을 극복한 상태이다. 현실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
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앞의 두 영화와 달리 <캐롤>
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며 영화를 마친다. 그리고 그 
확실한 비교를 위해 초반 <밀회>를 거의 복사하듯이 이
용한다. 토드 헤인즈가 이전과 같은 프레임에 대한 생
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캐롤>은 여기서 끝났을 것이고 
영화로 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토드 헤인즈의 
경향에 변화가 없었다면 하수구 프레임에서 시작한 <캐
롤>도 하수구 프레임에서 끝났을 것이다. 두 번째 하수
구가 보여지는 장면은 캐롤과 테레즈가 다시 만나는 순
간이다. 캐롤은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더 진행된다. 여
기서 토드 헤인즈의 주제의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
다. 엔딩 직전까지의 이런 비슷한 전개가 오히려 이 두 
영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본문에서는 토드 헤인즈의 작품 해석을 위해 영화 
<캐롤>과 소설 원작 <캐롤>을 캐릭터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제희는 “토드 헤인즈의 영화 <캐롤>에 나타
난 영화적 연출 전략 연구”에서 토드 헤인즈의 연출 방
법 분석을 위해 소설과 영화의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12]. 가장 두드러진 차이인 캐릭터 변화
를 통해 토드 헤인즈는 원작과는 다른 이야기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프레임 인식을 설명하
기 위해 2002년 작품 <파 프롬 헤븐>을 살펴보았다. 여
기서 시각적 표현을 통해 내용을 강조한 부분도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 영화<밀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좀더 많은 작
품과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에 다음 연구로 이어
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파 프롬 헤븐>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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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들을 정리해보면 <캐롤>의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화에서 표현된 사회적 프레임들은 동성
애를 보는 시각, 인종 차별 그리고 가정의 굴레가 있다. 
가정과 동성애에 대한 프레임을 남성인 프랭크가 극복
한 반면 여성 캐시는 가정과 인종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다. <캐롤>에서는 <파 프롬 헤븐>의 프랭크가 극복
한 동성애와 가정 프레임을 다룬다. 남성 프랭크가 극
복한 이 프레임들이 <캐롤>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커다
란 장애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드 헤인즈가 인
식한 사회적 프레임이 여성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토드 헤인즈는 
<파 프롬 헤븐> 관련 인터뷰에서 섹슈얼리티나 사회적 
편견을 통해서 여성 이야기를 했다[13]라고 말한다. 결
국 토드 헤인즈가 가장 주목한 가정이라는 프레임은 여
성 인권문제로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퀴어 영화의 걸작이라는 <캐롤>에 대한 일반적인 영화
평 이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여성 인권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참 고 문 헌

[1] 곽영진, “이달의 영화와 비디오,” 공연과 리뷰, 제24
호, p.145, 1999.

[2]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
0147, 2015.06.09.

[3] 조지 레이코프,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
공전략, 창비, p.46, 2007.

[4] 김원용, 이동훈,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프레임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삼성경제연구소, 
pp.6-7, 2012. 

[5] 이영돈,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6] 윤수인, “코엔형제가 그린 미국 현대사회의 기원-<더 
브레이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
권, 제8호, p.658, 2017.

[7]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캐롤, ㈜그책, 2016.
[8] Joseph Lopreato and Lawrence E. Hazelrigg, 

Class, Conflict, and Mobility: Theories and 

Studies of Class Structure, San Francisco, 
Scranton, London, Toronto : Chandler 
Publishinf Company, p.122, 1972.

[9] 토드 헤인즈, “캐롤,” 2015.
[10] 토드 헤인즈, “파 프롬 헤븐,“ 2002.
[11] 홍영주, “<캐롤>: 차이와 반복으로서 <캐롤>과(의) 

<밀회>, 캐롤의 매력에 대한 단상,” 영상문화, Vol.20, 
p.195, 2016.

[12] 이제희, “토드 헤인즈의 영화 <캐롤>에 나타난 영화
적 연출 전략 연구,” 영상기술연구, 제27호, p.109, 
2017.

[13]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
80147, 2015.06.09.

저 자 소 개

윤 수 인(Soo-In Yoon)                   정회원
▪1994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

화학과(문학사)
▪2001년 9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Visual 
Arts(M.F.A.)

▪2002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
교 영상미디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