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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화포스터 사진은 2시간 남짓 긴 시간동안 이어지는 화의 내용을 축약한 한 장의 이미지다. 한 장의 

이미지 속에는 화의 내용을 알리거나 상징 으로 드러내는 사진 혹은 그림과 함께 화제목이나 각종 

카피도 표기되어, 이 모든 것을 담으려면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화포스터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은 사진이라 본고는 화포스터의 기능, 역할, 유형을 알아본 뒤 포스터 

사진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재 화포스터 사진제작은 문회사가 따로 있지만 사진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진가에게 촬 을 의

뢰하기도 한다. 오형근은 2000년  · 반 화포스터 사진을 활발히 제작한 사진가로,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 3편을 선정한 후 ‘ 화 내용이 포스터 사진에 어떻게 재 되고 있는가’를 다루었다.  3편의 작품에 

오형근 개인 상사진 작업 형태와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어, 어떤 공통 이 있는지 사진미학  에서 

해석을 시도하 다. 3편의 작품은 <조용한 가족(1998)>, <장화, 홍련(2003)>,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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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otograph used in a film poster summarizes the story of the film that lasts for around two 

hours. The image must contain a picture that represents the story and text including the title, 

with various design elements composed in a harmonious way. However, given that a photograph 

is the most noticeable element in a film post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unction, role, 

and types of a film poster and analyze poster photographs. 

Currently, there are companies specialized in photography for film posters, but sometimes 

recognized photographers are commissioned to take a photograph that will be used for a film 

poster. Hein-kuhn Oh actively produced such photographs in the early and mid-2000s, and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photographs recreate the content of the films’ focused on three 

selected photographs taken by him. Also, There were commonalities found between the tree 

photographs and Oh’s personal portrait photographs, which were then analyzed from the 

photographic aesthetic point of view. The three selected works are: <The Quiet Family(1998)>, 

<A Tale of Two Sisters(2003)>, and <Untold Scand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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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2년 < 해-왕이 된 남자>, <도둑들>에 이어  

2013년 <7번방의 선물>, 2014년 <명량>까지 천만 객

의 화가 잇따라 탄생되어 재 한국 화는 그 어느 

때보다 성기를 리고 있다. 천만 객은 무려 국민의 

1/5 이상이 화를 람했다는 뜻이라 숫자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천만 객의 화가 여러 편 등장

한 것은 무엇보다 작품의 수 이 해외 화에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만 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국내 화 문지는 겨우 

한 곳만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폐간된 화

문지는 <스크린>, <필름 2.0>, <KINO>, < 리미

어>, <무비 크> 등이고 재는 한겨 신문사의 주간

지 <씨네 21>만 유일하게 발행된다. 

화 문지가 활발히 발행되었을 때 <필름 2.0>을 

시작으로 <무비 크>가 매년 ‘올해의 포스터’를 선정

했다.  2005년 7월 약 10일간 화 고 디자인회사 

<꽃피는 이 오면>이 주최한 시 ‘오늘, 화의 꽃 

포스터를 ’ 에서는 당시 개 했던 화포스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는 과거 단순히 화배우의 

인물사진을 크게 확 하거나 화 스틸을 충 짜깁기

해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의 화산

업에서 화포스터의 비 을 읽어낼 수 있는 요한 자

리 다. 화 흥행을 떠나 포스터를 보면서 화의 감

동을 느끼고 포스터 자체만으로도 소장의 가치를 지닐 

정도의 력을 발산한 장이었다[1]. 

화포스터는 주로 사진+텍스트로 구성되지만 그림+

텍스트로 제작되거나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포스터도 

있다. 텍스트는 화제목과 부제목, 화를 고하는 카

피 등이다. 이때 씨체를 디자인한 타이포그래피도 포

스터의 요한 구성요소이다.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어우러진 화포스터는 하나의 ‘작품’이고, 화 개  

 내용을 알리고 고하는 화콘텐츠 의 하나이다. 

화포스터의 역할은 화의 이야기를 한 장의 이미지

로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카피는 고카피

와 마찬가지로 객의 심을 끌 수 있어야 하고, 사진

이나 그림은 화 체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거나 화 

내러티 를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 듯 화포스터의 구성요소는 사진, 그림, 타이포

그래피 등 다양하지만 지 까지 이와 련된 연구논문

은 타이포그래피를 다룬 논문에 비해 사진을 다룬 논문

은 흔치 않다[2-4]. 그러나 사실상 화포스터에서 가

장 요한 구성요소는 사진이라, 본고는 화포스터 사

진을 분석할 것이다. 화포스터 사진 분석은 결국 ‘

화의 내용이 포스터 사진에 어떻게 재 되고 있는가’이

다. 이를 해 가장 먼  화포스터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화포스터 사진 유형을 4가지로 나 어 볼 

것이다. 분석 상에 포함된 화유형 범 는 1990년  

이후부터 2014년 상반기 개 작까지이다. 이때 분석할 

화포스터 사진은 그림이나 카피가 아닌 사진을 주

로 만들어진 포스터에 한정된다. 

본격 인 화포스터 사진 분석은 오형근 작품을 

심으로 개된다. 오형근은 상사진가로 이미 미술계

와 사진계에서 작품을 인정받은 실력 있는 사진가이다. 

재 화포스터 사진은 포스터 문제작회사도 있지

만 이름이 알려진 사진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데 오형

근은 그  하나이다. 화포스터의 역할이 화 체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로 달하는 것이라면 화포스

터 사진도 당연히 분석될 수 있어, 화에서 달하려

는 ‘무엇(what)’을 ‘어떻게(how)’ 표 했는가를 심으

로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what)’은 화의 내

용과 련된 것이고, ‘어떻게(how)’는 화의 내용을 어

떤 방식으로 표 했는가이다. 

수많은 화포스터  본고에서 오형근의 작품을 선

택한 이유는 과거 ‘올해의 포스터’로 여러 번 상을 받은 

배경과 비슷하다. 한마디로 오형근이 은 포스터 사진

이 화 체 내용을 시각 으로 잘 달하고 표 했기 

때문이다.  오형근의 포스터 사진 작품에 작가 개인

의 상사진 작업 형태와 비슷한 부분이 발견된다. 본

고에서 분석할 3편의 화포스터 사진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이하 스캔

들)>은 작가의 개인 상사진 작업 형태가 발견된 사례

라, 어떤 공통 이 있는지 사진미학  에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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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영화포스터의 기능과 역할
포스터(poster)는 ‘ 달할 내용을 일정한 크기의 지면

(紙面)이나 천 등에 한 에 알 수 있도록 표 하는 선

고 매체’이다[5]. 화포스터는 말 그 로 화를 선

고하기 한 것으로 화산업에서 포스터는 마

의 얼굴이면서 화와 객이 1 1로 만나는 지 이

다[6]. 화포스터가 마 의 얼굴이라 표 하는 것은 

물론 포스터의 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화포스터

는 주연배우의 사진촬 을 시작으로 본 포스터와 티  

포스터, 캐릭터 포스터로 분류되고, 포스터 외에도 각종 

단, 고 등에 어떤 사진과 디자인을 사용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 

화포스터를 만드는 가장 큰 목 은 화홍보를 

해서다. 화홍보는 고편 같은 짧은 상이나 화 

속 주요장면을 은 스틸 사진도 활용하지만, 포스터는 

화홍보의 가장 심 에 치한다. 왜냐하면 화포

스터는 2시간 남짓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화의 내용

을 축약한 한 장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한 장의 이미

지 속에는 화의 내용을 알리거나 상징 으로 드러내

는 사진 혹은 그림과 함께 화 제목․각종 카피․감

독․출연배우․스텝 등의 이름도 표기되어 있다. 이

듯 화포스터는 화를 알리는 동시에 화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객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포스터 

한 장에 이 모든 것을 담으려면 당연히 디자인도 요

하다. 문자(typo), 색채(color), 사진(photograph), 그림

(illustration) 등 체 인 이아웃(layout) 설정의 미

인 요소에 따라 사람들의 이목이 좌우된다. 화포스

터는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해 화가 달하려는 특별

한 감성과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2. 영화포스터의 유형
술했듯이 화포스터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고 그 정보를 시각 으로 돋보이게 하려면 각 분야의 

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은 필수요소다. 사실 80년

까지 화포스터는 화 장 사진 에서 막연한 감으

로 선택한 한 컷을 오려붙이거나, 주인공 얼굴에 다른 

사람 몸을 갖다 붙여 어색한 조합을 만들기도 했었다

[7]. 그러나 2000년 를 후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

하고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화포스터도 하나의 ‘작

품’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 당시에 비로소 화

포스터를 문 으로 촬 하는 사진작가와 디자이 가 

등장해, 세분화․ 문화된 포스터 제작은 화가 실질

으로 문화를 선도하게끔 자리 잡게 만들었다[8].

많은 문인력이 공동작업한 화포스터의 유형은 

여러 가지다. 화포스터는 한 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것부터 두 장 이상의 사진을 합성한 디지털 이미지, 사

진은 없고 그림만 있거나, 사진이나 그림 없이 문자 

심의 포스터까지 매우 다양하나 부분 사진 주로 제

작한다. 본고는 1990년  후반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개 된 한국 화포스터의 유형을 크게 4가지

로 분류하 다. 물론 분류 기 에 따라 화포스터의 

유형은 다르게 구분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화 체 

내용과 포스터 사진을 비교하여 나 었다.  앞에 서

술한 3가지 화포스터 에서 본 포스터만 분류기

에 용하 다.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스타, 즉 주연배우의 얼굴만 드러내는 사진이

다. 화의 내용보다는 주인공의 인지도에 의존하여 제

작한 포스터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 <연애

의 온도(2013)>등이 해당된다. 

그림 1. 주연배우 얼굴 중심의 영화포스터 1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두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  사랑을 그린 내용이다. 두 사람이 사랑

을 확인하는 순간 사형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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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짧은 시간 동안의 애타는 감정을 포스터 사진에 

 표 하지 못했다.

<연애의 온도>는 연애가 끝났을 때, 헤어지고 난 이

후 은 남녀의 다채로운 감정변화를 매우 사실 으로 

묘사한 화이다. 이별 후에 찾아오는 슬픔, 분노, 질투, 

그리움 등의 심리변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방식으

로 진행되는지 묘사했으나, 포스터 사진은 화 내용과 

무 하다. 포스터 상단에 ‘이날, 우리는 헤어졌다’라는 

카피가 있어도 연애 으로 보이는 주연배우 남녀의 사

진이 이미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화의 핵심내용

을 크게 벗어났다. 물론 포스터 사진의 뒷 배경인 놀이

공원은 화에서도 등장하고 놀이공원 장면은 매우 

요한 목이다. 화내용을 꼼꼼히 유추해보면, 이미 남

녀가 헤어진 상태에서 화는 시작되지만 화 반에 

다시 만나게 된다. 재회하면서 두 사람은 놀이공원 데

이트를 약속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헤어진다. 놀이공

원 앞에서 남녀의 입맞춤 장면과 포스터 쪽의 카피는 

이러한 화의 내용을 간 으로 드러내지만 화 속 

사건이나 내용보다는 두 명의 스타 얼굴에 을 두고 

제작한 포스터이다. 

이런 형태의 포스터는 해외 화를 국내에 개 할 때

도 주로 쓰인다. 를 들어 2011년에 개 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 >와 <트리 오  라이 >의 국내

용 포스터에는 오리지 과 달리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오다기리 조와 래드 피트의 얼굴이 심이다[9]. 포스

터 사진을 이 게 제작하는 이유는 톱스타 고효과를 

노리기 해서다. 

오리지널 국내용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오리지널 국내용
<트리 오브 라이프>

그림 2. 주연배우 얼굴 중심의 영화포스터 2

두 번째는 체 비주얼(visual) 심의 사진이다. 쉽

게 말하면 화의 내용보다는 TV 고나 고사진처

럼 화 반에 흐르는 이미지에 주력해, 한 편의 그림 

같은 사진이다. 주연배우의 인지도에 의존한다는 부분

에서 첫 번째와 유사하지만, 화 체 내용을 모노톤

으로 ‘이미지화’한 부분은 차별화된다. 즉 화 체 내

용을 알리기보다는 포스터 사진에 환상을 불어넣어 

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정사(1998)>, <주홍 씨

(2004)>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3. 전체 비주얼 중심의 영화포스터

이러한 포스터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화의 특징

인 이미지나 체 분 기를 상징 으로 나타낸 티  

포스터의 제작방식과 유사하다. 아래의 사진은 <해피

엔드(1999)>와 <미인도(2008)>의 티  포스터다. <해

피엔드>는 여주인공의 불륜을 다룬 내용이라 포스터 

사진에는 주연배우의 불안한 표정을 불안정한 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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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화 전체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로 함축한 영화포
스터

표 하 다. <미인도>도 조선시  한 여인을 다룬 

화라 한복의 이미지를 매우 인상 깊게 묘사했다. 배우

보다 오히려 웨딩드 스 같은 한복의 독특한 이미지가 

기억에 남아 과감하고 실험 인 티  포스터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사진이다. 

그림 4. 영화 <해피엔드>와 <미인도>의 티저 포스터

세 번째는 주연배우의 캐릭터에 화 체 내용을 하

나의 이미지로 함축한 사진이다. 4가지 유형  사진작

가의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발휘되어야 하고 포스터 사

진을 보는 사람들도 그 속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궁

해 할 수 있다. <오! 수정(2000)>, <평행이론(2010)>, 

<환상 속의 그 (2013)>등이 좋은 이다. 

  

<오! 수정>은 연인 계의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섹스 문제를 다룬 화이다. 잠자리를 하고 싶은 

남자와 달리 본인의 몸을 상 에게 허락할지 말지 고민

하고 갈등하는 여자를 묘사했는데, 포스터 사진에 이러

한 여자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사진 속

에는 뒷모습의 남자와 을 감은 여자가 먼  에 띄

지만 화면 상단 액자 속의 인물이 이들을 주시한다. 주

인공 남녀를 내려다보는 액자 속 여인은 옷을 모두 벗

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좀처럼 드러내

지 않는 여자 주인공의 이 인 캐릭터를 표 한 것이

다. 즉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여자 주인공의 복잡한 

심리를 나타낸다. 

‘평행이론(Parallel Life)’의 뜻은 서로 다른 시 의 두 

사람이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운명을 반복한다

는 운명규칙으로, <평행이론>의 포스터 사진 속에는 

같은 사람이 마주보고 있지만 실은 30년의 시차를 두고 

삶이 반복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평행이론의 의미

를 나타내기 해 같은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 얼굴을 

각각 촬 하여 칭하 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30년 

의 운명이 재 군가에게 그 로 반복된다는 의미

를 주연배우 한 사람의 얼굴로 표 한 것이다. 흥미로

운 부분은 왼쪽 사람은 을 떴고 오른쪽 사람은 감았

다. 을 뜬 왼쪽 사람은 재의 인물이고, 을 감은 

오른쪽 사람은 과거의 인물이다. 따라서 을 뜬 재

의 사람은 과거의 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환상 속의 그 >의 포스터 사진에 등장한 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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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배우는 삼각 계이다. 남자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

기 세상을 떠난 연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환상 속에 그녀를 가둔다. 남자의 팔을 끼고 있

는 오른쪽 여자가 환상 속의 그 이고, 손을 잡고 있는 

왼쪽 여자가 실 속의 상 이다.  화 속에는 돌고

래가 자주 등장하는데, 돌고래는 남자의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죽은 연인의 환 이고, 포스터 사진의 배경인 

수족 은 남자가 만든 환상 속 세계이다. 사진에서 특

히 재미있는 부분은 남자 주인공을 심으로 양쪽에 서 

있는 여자와의 거리차이다. 거리차이는 남녀의 친 감

을 나타낸다.

네 번째는 화 속 사건에 을 두고 내용을 알리

는 사진이다. 화포스터의 원래 기능과 역할이 화를 

알리는 것이라면 이 유형은 포스터의 기능에 가장 충실

한 사진이다. <나쁜 남자(2002)>, <신데 라(2006)>등

이 해당된다. 

그림 6. 영화 속 사건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알리는 영화
포스터

특히 이 유형은 카피가 사진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 

<나쁜 남자>는 나체의 여자 주인공이 들고 있는 거울 

속에 악마 같은 남자 주인공의 얼굴이 비춰져 있고, 거

울 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를 만났다’라는 카피

가 있어 두 주인공의 계와 사건을 암시한다. <신데

라>는 공포 화답게 섬뜩한 느낌이 들도록 포스터를 

제작하 다. 사진 속 두 여자 주인공은 모녀사이로 보

이지만 엄마가 딸의 얼굴에 메스를 들이 는 사진은 두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 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사진 왼쪽의 카피 ‘사랑하는 내딸, 엄마가 쁘게 해

게’는 등장 인물간의 계와 사건을 명확히 알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스터 유형은 화의 내용보다는 

‘무엇을 보여  것인가’, 즉 이미지에 치 한 사진이다. 

기본 으로 상업 화의 흥행은 어떤(what) 스토리에, 

가(who)가 나오느냐에 따라 흥행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잘 알려진 스타의 캐스  문제는 화 

마  요소  사실상 가장 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스타 마 은 화 상품의 질에 한 불확

실성을 감소시켜 으로써 수요를 늘릴 수 있고, 타 

화와의 차별성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장 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10]. 

세 번째와 네 번째 포스터 유형은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 즉 서사에 을 둔 사진이다. 감독이 객에

게 달하려는 메시지나 화의 체 내용을 한 장면으

로 압축해서 표 하거나 화 속의 요한 사건을 한 

장면으로 나타내, 한 장의 포스터 사진에 많은 이야기

를 암시․내포한다. 

표 1. 영화포스터 사진의 4가지 유형
무엇을 보여  것인가 - 이미지 심

스타의 얼굴 중심 전체 비주얼 중심

주연배우의 얼굴만 드러내는 사진
영화의 내용보다는 TV광고나 광고
사진처럼 영화전반에 흐르는 이미
지에 중점을 둔 사진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 - 서사 심

캐릭터 중심 사건 중심
주연배우의 캐릭터에 영화 전체 내
용을 함축한 사진

영화 속 사건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알리는 사진

3. 오형근 작품 분석
재 화포스터 사진제작은 문회사가 따로 있지

만 사진계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진가에게 촬 을 

의뢰하기도 한다. 강 호, 구본창, 오형근 등이 화포

스터 사진 제작에 참여한 표  사진가이다. 오형근은 

상사진가로 사람의 얼굴을 문 으로 다루는 작가

인 만큼 그가 은 포스터 사진에도 상사진의 흔 을 

찾아볼 수 있다. 오형근이 촬 한 포스터 사진 작품은 

<꽃잎(1996)>, < 속(1997)>, <조용한 가족(1998)>, 

<공동경비구역 JSA(2000)>, <와이키키 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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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인용 식탁(2003)>, <장화, 홍련(2003)>, 

<스캔들(2003)>, <태극기 휘날리며(2004)>, <친 한 

자씨(2005)>, < 주(2009)> 등이 있다. 그러나 작가 

스스로 가능한 한 이제 더 이상 화와 련된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1 최근에는 아쉽게도 그의 

작품을 자주 찾아보기 힘들다. 

오형근은 주로 2000년  반부터 반까지 왕성히 

활동해 본고는 이 시기에 등장한 화포스터 3장을 분

석하 다. 술했듯이 화포스터 사진은 화의 ‘무엇

(what)’을 ‘어떻게(how)’ 표 했는가가 요하다. 먼  

화의 내용과 련된 ‘무엇(what)’을 살펴보면, <조용

한 가족>은 코믹잔혹극, 즉 코미디와 스릴러가 혼합된 

장르로 포스터 사진에 두 가지 요소가 히 포함되어 

있다. 화제목에서 알려주듯이 사진에 등장한 아버지

(박인환), 어머니(나문희), 삼 (최민식), 오빠(송강호), 

언니(이윤성), 막내 딸(고호경) 등 6명은 모두 한 가족

이다.

그림 7. 영화 <조용한 가족>의 본포스터

‘조용한 가족’은 어느 날 평범한 가족이 기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후 이 사실이 구에게도 설

되어서는 안 될 가족의 특징을 재미있게 비유한 말이

다. 하지만 가족이 공유한 비 은 끝까지 유지되지 못

해 ‘조용한 가족’은 일종의 반어  표 이기도 하다. 오

형근은 제목의 이러한 의미를 표 하기 해 6명의 주

1 오형근이 이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화포스터 제작환경이 갈수록 스

타마  심으로 바 어 사진가의 역량을 제 로 표 할 기회가 

어들었기 때문이다.   

연배우를 일렬로 배치하고, ‘조용’의 의미를 얼굴 표정

과 손동작으로 익살스럽게 나타냈다. 즉 공포 화답게 

화 반에 흐르는 으스스한 분 기를 검은 색 배경으

로 처리하고 코믹한 장면을 동시에 표 하기 해 주연

배우들이 사진 속 장면을 재미있게 연출한 것이다. 

<조용한 가족>은 4가지 화포스터 유형  두 번째 

비주얼 심의 사진에 속한다. 주연배우들이 입은 검은 

색 옷은 배경의 검은색과 동일해 화면에서는 몸통은 보

이지 않고 얼굴과 손 제스처만 보인다. 분명 신을 다 

은 사진인데 목 아래 몸통이 보이지 않아 길을 끈

다. 오형근은 주연배우 6명을 하나의 인물로 인식하고 

화장르인 코믹잔혹극의 의미를 사진에 표 했다. 이 

사진은 1999년 베를린 화제 포럼 부문을 표하는 

포스터로 선정될 만큼 국제 으로도 인정받았다. 

그림 8. 영화 <장화, 홍련>의 본포스터

<장화, 홍련>은 당시 벽에 붙인 포스터가 수거되는 

일이 생길 정도로 공포 화의 섬뜩한 분 기가 사진에 

충분히 표 다. 원래 티  포스터용으로 촬 되었는

데 객과 화계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져 본 포스터로 

바 었다. <조용한 가족>과 마찬가지로 사진에 등장한 

아버지(김갑수), 어머니(염정아), 두 딸의 언니 수미(임

수정), 동생 수연(문근 )은 모두 한 가족이다. 고  

<장화홍련 >의 스토리처럼 화에서도 어머니는 계

모인데, 계모와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가족의 괴담이 

시작된다. 우선 사진에서 가장 에 띄는 부분은 두 자

매의 옷에 묻은 흔과 다리 사이로 흐르는 피, 주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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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명의 각기 다른 얼굴 표정이다. 아버지는 무심한 표

정을 짓고 수연은 의자에 기 어 러져 있으며 수미

는 무표정이지만, 어머니만 유난히 길고 새빨간 손톱을 

내보이면서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 이때 새빨간 긴 손

톱은 새엄마를 상징하는 텍스트로 고 에 흔히 등장하

는 계모의 고정 인 이미지, 즉 아이들과 친화 이지 않

는 캐릭터를 반 한 것이다[11]. 

<장화, 홍련>은 4가지 화포스터 유형  세 번째에 

해당돼 포스터 사진이 화 체 내용을 상징한다. 즉 

화의 해석을 이끌어 낼만큼 한 장의 사진이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오형근이 사진 속 4명의 얼굴 표

정을 모두 다르게 표 한 이유는 화의 내용과 인물의 

캐릭터를 각각 반 한 것이다. 아버지의 무심한 표정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새엄마와 두 자매의 계를 시종일

 남처럼 망하는 캐릭터의 표 이다. 미소 짓는 새

엄마의 손은 수미의 어깨 에 올려져있는데, 수미는 

여러 인물이 얽힌 다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 새엄마

와 죽은 동생 사이를 서로 오가는 정신질환을 가진 캐

릭터로, 극  수미가 나오는 장면이라도 일부는 수미가 

아닌 새엄마이거나 수연이다. 그러므로 수미는 1인 다

역이다. 수미가 이러한 병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버지

와 새엄마의 불륜 계를 알고 난 후 친엄마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부터다. 친엄마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분에 못이겨 수연의 방 옷장 안에서 자살한다. 수연이 

놀라서 엄마를 꺼내려는 도  옷장이 넘어져 수연은 깔

려 죽게 된다. 수연이 죽을 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새엄마는 그냥 외면해 

버리고 수미는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새엄마에 

한 분노로 여러 인격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따라서 

수연은 이미 죽은 인물이고 의자에 러진 수연의 모

습과 옷에 묻은 피는 죽음을 상징한다. 수미의 어깨 

에 올린 새엄마의 손과 남을 해칠 수도 있는 새빨간 긴 

손톱, 수미와 같이 수연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는 것

은 인물의 계와 사건,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사

진에 함축한 것이다. 이 듯 오형근은 주연배우 4명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섬뜩하고 슬  가족사를 포스터 사

진에 표 하 다.

<스캔들>은 18세기 조선 정조 시 가 배경인 사극

화로, 사진에 등장한 조씨부인(이미숙), 조씨부인의 사

동생 조원(배용 ), 남편이 죽은 후 9년째 정 을 지

키는 청승과부 숙부인( 도연)을 심으로 화가 개

된다. 

그림 9. 영화 <스캔들>의 본포스터

앞의 두 작품과 달리 <스캔들>은 당시 톱스타가 출

연한 화이다. 이미숙과 배용 , 도연이 동시에 출연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어 포스터 사진에는 무

엇보다 세 배우의 얼굴과 자태를 잘 드러냈다. 특히 조

씨부인이 머리에 쓴 가체와 뒷 배경을 장식한 가구는 

포스터 촬 을 해 특별 제작되었는데 그만큼 화제

작진이 포스터 사진에 공을 들 다는 의미이다. 이 

화도 4가지 화포스터 유형  세 번째에 해당된다. 이 

사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사진의 구도이다. 주연

배우 세 사람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일렬이 

아닌 삼각형 형태의 구도로, 조씨부인과 조원 사이에 

숙부인이 끼어든 것처럼 연출했다. 이런 연출 장면은 

화 거리를 반 한 것으로 숙부인을 상으로 조씨

부인과 조원 사이의 은 한 거래가 시작되었음을 상징

한다.  자유분방한 조씨부인은 의상을 완벽하게 갖추

었으나 나머지 두 사람은 반 로 일부분을 탈의했는데 

이것은 향후 조원과 숙부인의 계를 미리 암시한 것이

다. 조씨부인과 조원의 거래에서 화가 시작되었다면 

간과 결말은 조원과 숙부인의 계묘사에 비 을 둔

다. 이 듯 오형근은 화의 큰 거리를 이루는 세 명

의 인물 계를 사진 구도와 주인공의 의상으로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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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오형근이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스캔들> 화포스터 사진에 화의 체 내용  ‘무

엇을’ 달하 는지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표

했는지 알아볼 차례다. 일반 으로 사진을 을 때 이

미지 체를 는 ‘ 체 사진’과 그  일부를 크롭핑 하

거나 일정 부분만을 따로 은 ‘부분 사진’이 있다. 체 

사진은 체 이미지와 배경을 모두 임에 넣으면 시

야가 넓은 만큼 사진에 표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반

면 부분 사진은 체 이미지  일부를 사진에 담아 사

진 속에 담는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체 인 상

황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나, 사진 한 장으로 사진의 주

제를 보다 강력하게 달하기에 효과 이다.  체 

이미지 에서 특정 부 를 어떻게 보여  것인지도 사

진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12].

<장화, 홍련>은 ‘ 체 사진’에 해당된다. 오형근은 주

연배우 4명의 캐릭터 각각의 특징으로 가족이 처한 상

황을 한 에 알 수 있게 표 했다. 가족이 처한 상황을 

직 으로 달해 사진 한 장에 많은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반면 <조용한 가족>은 화의 내용보다는 ‘조

용한 가족’의 단어가 내포한 의미를, <스캔들>은 주연

배우의 인물구도를 사진 한 장에 각각 상징한 ‘부분 사

진’이다. 즉 가족이 처한 상황을 체 으로 설명한 

<장화, 홍련>에 비해 <조용한 가족>과 <스캔들>은 

사진 속 정보가 한정되었지만, 작가는 화의 내용을 

인물의 제스처와 사진 구도로 상징하여 의미를 간

으로 드러냈다. 세 개의 포스터 사진에서 오형근이 표

하고 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영화포스터 사진의 유형과 영화내용 및 표현방식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스캔들>

영화
유형 전체 비주얼 중심 캐릭터 

중심
캐릭터 
중심

무엇을
(영화내용)

영화제목의 의미와 
가족의 특징을 
코믹하게 표현

주연배우 4명의 
캐릭터 표현

주연배우 3명의 
인물관계를 

사진구도로 표현
어떻게

(표현방식)
가족의 특징을 

부분사진으로 상징
가족의 상황을 

전체사진으로 설명
인물관계를 

부분사진으로 상징

화포스터는 주연배우가 등장한 사진이 부분이지

만, 앞의 세 편의 경우는 오형근 상사진의 형태와 흔

이 잔재한다. 오형근은 한국을 표하는 상사진가

로, <아 마(1999)>, <소녀연기(2004>, <화장소녀

(2008)>, < 간인(2012)>은 우리가 주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 마, 소녀,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20  일반

사병)의 상을 은 사진이다. 오형근의 개인 상사

진 작품과 포스터 사진에서 각각의 인물 상을 어떻게 

표 했는지 공통 이 발견된다.  

<아줌마>, 1999 <소녀연기>, 2004

<화장소녀>, 2008 <중간인>, 2012
그림 10. 오형근 사진작품 1

상사진은 보통 인물의 직업, 개성, 지  등을 표

하지만 오형근의 상은 인물의 겉모습과 함께 내면의 

모습도 보여 다. 오형근이 그려낸 상은 인물을 정면

에서 바로 응시하고 비슷한 임의 사진을 반복

으로 보여주면서 사진의 의미를 달한다. 즉 군더더기 

하나 없는 민무늬 배경 앞에 인물을 세워두고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제시한다. 오형근은 여러 명의 아 마, 

소녀, 군인을 었지만 작가가 작품에서 달하려는 의

미는 단순한 아 마 ‘사진’이 아닌 ‘아 마’를, 소녀 ‘사

진’이 아닌 ‘소녀’를, 군인 ‘사진’이 아닌 ‘군인’을 었다. 

쉽게 말해 아 마, 소녀, 군인의 개인 상이 아니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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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명이 반복된 사진으로 집단의 상을 표 했다. 작

가는 여러 장의 비슷한 사진을 반복 으로 보여주면서 

아 마와 소녀, 군인들이 내뿜는 특정 아우라(aura)를 

담아내, 이때 각 인물들이 내뿜는 아우라는 ‘가정과 사

회(아 마)’, ‘아이의 여성(소녀)’, ‘나와 우리, 개인과 집

단’의 간에서 그들만이 느끼는 내면의 ‘불안’이다. 인

물의 무표정한 얼굴, 아 마(짙은 썹과 입술)와 소녀

(긴 속 썹과 렷한 아이라인)의 공식 화장법, 엇비슷

한 머리 모양 등의 캐릭터 묘사도 이를 뒷받침해 다[13]. 

이러한 사진형식은 <조용한 가족>과 <장화, 홍련> 

포스터 사진에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술했듯이 오형

근은 <조용한 가족>에 등장하는 주연배우 6명을 하나

의 인물로 인식한다. 그런 다음 우연찮게 다함께 살인

을 지르게 되고 그 뒤 공동의 비 을 간직하게 된다

는 화의 설정과 제목의 의미를 사진에 코믹하게 표

하 다. 아 마와 소녀, 군인만의 독특한 분 기를 보여

주었듯이, 한 가족을 공동의 비 을 가진 독특한 ‘가족’ 

사진으로 재설정한 것이다. 이를 해 인물을 클로즈업

(close-up)하고 주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여 배경과 

인물을 분리하 다[14]. <장화, 홍련>은 화 속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한 인물의 내면을 나타냈다. 포스

터 사진에는 주연배우 4명이 병렬구도를 이  사진

에 걸린 가족사진 형태를 보이지만, 오형근은 인물들이 

가진 캐릭터를 각각 새빨간 손톱, 무표정한 표정, 

러진 모습, 흔 등으로 표 하 다. 본 포스터 사진을 

각각 분리하여 캐릭터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4명의 캐릭터 묘사가 매우 잘 되었다. 

<중간인>, 2012
그림 11. 오형근 사진작품 2

< 간인>은 <아 마>, <소녀연기>, <화장소녀>와 

다르게 배경이 잘 묘사되었다.  주로 한 명의 인물만 

등장했던 기존 작품에 비해 두 명 이상의 인물이 사진 

속에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사진의 주제가 군인이라 

그들 간 계 을 묘사하기 해 작가는 두 명 이상의 인

물을 사진 속에 배치한 것이다.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각 인물의 제스처와 서 있는 거리, 얼굴 표정 등으로 

가 상사이고 부하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스캔들>도 이와 비슷한 작업형태를 보인다. 다른 

두 개의 포스터 사진과 다르게 <스캔들>은 조선시 에 

사용했던 고가구를 배경에 배치하고 3명의 주연배우를 

묘사했다. 조씨부인의 머리  호화로운 가체는 화려한 

생활을 하는 인물을 나타내고 사진의 구도는 각 인

물의 계를 암시한다. 

Ⅲ. 결 론 

인터넷과 각종 SNS를 활용하여 화를 홍보하는 방

법도 있지만 화포스터는 화를 알리고 고하는 첫 

번째 문이다. 즉 화포스터는 화가 개 되기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라, 한 장의 포스터 

사진 속에 사진, 이아웃, 타이포그래피 등의 여러 가

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포

스터에서 가장 에 먼  띄는 것은 사진이다. 화포

스터 사진은 화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긴 시간의 

상물을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해 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스캔들>의 본 포스

터 사진은 오형근만의 독특한 작업세계와 화가 만난 

작품이다. 오형근은 화포스터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서 벗어나지 않고 화 체 내용을 한 장의 사진으로 

잘 표 하 다. <조용한 가족>에서는 화제목의 의미

와 가족의 특징을 같은 제스처로 재미있게 표 하

고, <장화, 홍련>에서는 주연배우 4명의 인물의 캐릭터

로 섬뜩하고 슬  가족사를 잘 달하 으며, <스캔

들>에서는 주연배우 세 명의 인물 계를 사진 구도로 

잘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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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오형근의 활동이 뜸하다. 술했듯

이 최근의 몇몇 포스터 사진은 스타  배우가 주연이

고, 고 산이 투입된 화라도 포스터 사진은 스타마

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제작한 경우도 종종 있다. 거

한 자본이 투입된 화일수록 톱스타들이 등장하고 

제작사는 수지를 맞추기 해 배우의 얼굴을 주로 포

스터 사진을 제작한다. 오형근은 바로 이러한 화포스

터 제작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포스터 사진 의뢰를 스

스로 포기하면서 사진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다보니 

오형근만의 독특한 시각이 담긴 포스터 사진을 구경하

기 힘들어졌다.

애 에 본 연구는 2014년  화 개 작을 여러 편 

람하면서 화의 완성도나 투자 에 비해 포스터 사

진의 질 수  하에 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시작되

었다. 포스터 사진의 질 수  하는 화홍보의 방법

이 다양화되어 상 으로 포스터 사진에 한 비 이 

어든 탓이다. 하지만 포스터 사진을 제작하지 않는 

화는 이제까지 단 한 편도 없어 포스터 사진제작에 

보다 더 심을 가져야하겠다. 화포스터도 하나의 ‘작

품’이 될 수 있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독자  술성

을 구축할 경우 정보제공 기능으로서 객에 한 설득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고, 사람들의 술  감수성을 

자극해 그들의 문화 술 수 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15].

우리에게 익숙한 가수나 작곡가 등이 참여한 

OST가 화의 다른 심과 재미를 안겨주듯이 포스

터 사진제작도 사진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이다. 앞으로 실력 있는 사진가들이 참여하여 그들

의 아이디어로 포스터 사진을 제작하고 그러한 사진과 

화를 함께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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