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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ic Methods of Expression in The Film <ATONEMENT> 

윤수인

호서 학교 상미디어학과

Soo-In Yoon(siyoon@hoseo.edu) 

 요약

2007년 조 라이트 감독에 의해 제작된 화 <어톤먼트>는 두 연인의 비극 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 

2001년에 발표된 원작 소설은 주인공인 라이오니의 고백이 심이어서 세실리아와 로비의 러 스토리가 

심인 화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화에서 라이오니 서사의 비 이 었다기보다는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감독이 궁극 으로 집 하고자 한 러 스토리의 감성에 집  하는 것은 결국 ‘안

타까움’을 가져오는 라이오니 심의 서사인 것이다. 반부에 지속 으로 축 해온 오해, 안타까움, 돌

이킬 수 없는 후회 등의 감정이 반 이후 폭발하기 때문이다. 감독은 화 반부에서 각 캐릭터들에 한 

설명과 배경은 물론 오해의 시작과 결과까지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을 같은 장소, 하루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만들어 냈다. 본 연구는 원작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러 스토리를 가능하게 만든 

화 반부를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효율 인 상표  요소들의 구성, 특히 미장

센을 이용한 상징, 카메라 움직임과 이 , 조명등을 이용한 강조, 그리고 특정 컬러와 사운드의 사용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 중심어 :∣어톤먼트∣조 라이트∣미장센∣카메라 무브먼트∣프레이밍∣

Abstract

<Atonement>, 2007 firm by Joe Wright, deals with tragic love of Cecilia and Robbie. While 

the 2001 novel of the same name focuses on Briony narrative the movie is seen through 

romantic relationship of two lovers . However, Briony’s narrative in the movie helps to accent 

the two’s love story. The director’s emphasis on the love story is unfortunately from Briony 

tragic story.  The continuous build up of misunderstanding and irreconcilable regrets begins to 

materialize and explodes in the middle of the film. The director manages to use just one day 

and uses the same location to illustrate the background of the characters as well as build up 

of the plot’s misunderstanding. The study will focus on the beginning of the film that enabled 

the beautiful love story through effect and symbolic visual expression and techniques- especially 

the use of mise-en-scene, camera movement, framing, and lighting and how it emphasis and use 

of specific color an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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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톤먼트>는 2007년 조 라이트 감독에 의해 제작되

었고, 원작과 마찬가지로 4개의 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트에서는 주인공 라이오니, 언니 세실리아, 

그녀의 연인 로비 등의 인물이 겪는 하루를 다루고 있

다. 오 부터 시작된 라이오니의 오해는  발 하

여 결국 로비를 강간 의로 체포되게 만든다. 서로의 

사랑을 막 시작한 세실리아와 로비는 라이오니의 거

짓 증언 때문에 이날이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

버린다. 두 번째 트는 로비가 쟁터에서 세실리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참혹한 쟁터에서 헤

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로비와 주 의 모습이 아름답

게 묘사된 부분이다. 세 번째 트는 간호사가 되어 

쟁의 흔 과 자신의 과오를 인지하는 라이오니의 모

습을 보여 다. 마지막 트는 소설가가 된 늙은 라

이오니가 과거 자신의 실수가 두 연인을 갈라놓은 것에 

한 속죄의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다.

화의 원작자는 국 소설가 이언 매큐언으로 2001

년 발표한 소설 <속죄, Atonement>에서 상상과 진실

의 상 계, 즉 실제 일어난 일을 다르게 보고 해석한 

상상이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비극을 다루고 있다. 

화 <어톤먼트>는 소설 <속죄>와는 상당한 차이 을 

가지고 있다. 소설은 고백의 서사를 구축하기에 그 주

체인 라이오니가 심에 치하지만 화는 러 스

토리가 부각된다. 여기서 결국 감독이 원작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매체의 변화에 의해 달라지는 미학을 알아

볼 수 있다[1]. 하지만 매체가 바 면서 원작에서 집

하 던 라이오니 서사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라이오니의 서사가 가져오는 ‘안타까움’이라

는 감정이 세실리아와 로비의 러 스토리를 더욱 강조

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원작자가 이야기기하고 싶었던 

상상과 진실과의 계는 결국 화에서는 쟁의 참혹

함과 더불어 로비와 세실리아의 감성 인 러 스토리

를 빛내는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 1에서 라이

오니가 구축한 상상과 오해는 트3에서 고조되어 

트4에서는 반 과 더불어 큰 여운을 남긴다. 결국 이 

화를 원작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러 스토리로 기억되

게 만든 것은 러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러 스

토리를 안타깝고 감동 으로 만든 라이오니의 서사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서사를 단순히 사나 내 이

션에 의존하지 않고 미장센과 상징을 이용해서 효과

으로 완성하고 있다. 이는 미장센 요소들의 창의 인 

결합에 의해 주제, 분 기, 심리상태 등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조 라이트 감독은 탁월한 

상표  방법들을 이용해서 각 캐릭터들에 한 설명, 

배경, 오해의 원인, 그리고 결과에 한 암시까지 상당

히 많은 콘텐츠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만들어 

냈다. 본 연구는 감독이 사용한 상표  방법과 구성

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분석배경

원작소설과는 달리 화<어톤먼트>에 한 선행 연

구는 아직 많지 않다. 2013년, 2014년에 인물 동선에 

한 연구와 각색에 한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목

인 상 표  방법에 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이용한 문제제기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 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본 연구는 

상 표  방법 분석이 주된 목 이어서 원작 소설에 

한 선행연구의 인용은 최소화하고자 했다. 본문에서는 

원작에서 라이오니의 심리와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방 한 정보량을 압축하여 상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

을 한 은유 인 상 표 들, 즉 미장센, 이 , 조명, 

색의 이용을 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할 표  

방법들이 왜 사용되었는가는 악하기 해서는 주인공

이자 화 속 소설 ‘어톤먼트’의 자인 라이오니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요하다. 화 엔딩에서 알

게 되는 진실, 즉 사실과 허구의 괴리, 허구의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라이오니의 갈등과 고통의 흔 들이 

화 체에 상표  과정을 통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화는 라이오니가 실제로 겪은 사건

과 라이오니의 소설에서 각색된 부분이 공존한다. 조 

라이트 감독은 각색된 부분 혹은 나 에 그녀의 소설에 

크게 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으로 보인다. 결국 본문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인상 인 

상 표  방법들을 분석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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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상표현 방법과 구성 

1. 실제와 허구의 무대

그림 1. 모형과 실제 비교

첫 그림은 화가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첫 소품의 모

습이다. 이 모형 집은 주인공인 라이오니의 방에 놓

여 있고, 카메라는 이 모형 집에서 시작해서 장난감들

을 따라가며 첫 쇼트를 완성한다. 세 번째 그림은 화 

반에 등장하는 이 화의 주요 무 가 되는 실제 집

의 모습이다. 두 집 형태의 유사성은 이후에 개되는 

스토리에 한 요한 암시를 한다. 원작 소설에는 이 

집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 인 배경이 있지만, 화에

서는 라이오니의 창작 공간이라는 것에 집 한 것으

로 보인다. 우선 첫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모형 집과 

장난감들,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의 실제 집과 주요 등장

인물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감독은 화 시작부터 이 

두 배경을 의도 으로 연상, 연결시키려는 연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화의 첫 쇼트는 첫 번째 모형 집에서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며 장난감 소품들을 보여 다. 

세번째 그림은 실제 집에서 카메라가 이동하며 보여주

는 라이오니와 언니의 모습이다. 이때 모형 집과 소

품, 실제 집과 인물을 잡는 두 쇼트의 카메라 무 먼트

는 매우 유사하다. 외 상으로 큰 사이즈 차이를 보이

는 피사체들이어서 그 무 먼트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찰하는 심리  유사성을 유지한다.

주인공 라이오니가 이 두 공간을 넘나드는 매개체

는 그녀가 직  쓴 자신의 희곡이다. 라이오니는 희

곡의 등장인물과 실의 인물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상

상에 의한 오해와 행동으로 커다란 비극을 완성시키는

데, 이것은 소설 원작의 라이오니 설정 역시 비슷하

다. 그녀는 시의 혼돈스러운 바깥세상과는 동떨어진 

부유한 집안에서 외부와 단 된 자신만의 주변과 상상

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3]. 즉  그림들에서는 라이

오니의 상상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는 모형 집과 장난

감들, 그리고 실의 집과 인물들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그림 2. 브라이오니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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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로비가 라이오니의 사 인 로라의 강간

범으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찰

과 함께 로비를 기다리는 장면이다. 이 장소는 [그림 6]

에서도 설명할 라이오니와 로비가 오 에 만난 같은 

공간이다. 연극무 가 연상되는 조명과 인물들의 배치

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라이오니는 어머니에 의해 실

내로 이동한다. 이때 인물 배치와 조명을 보면 이 무

의 실제 창조주가 구인가를 알려주는 듯하다. 왼쪽 

그림 앙에 치한 세실리아와 주변의 모든 인물은 한

동안 정지해 있고, 라이오니는 밝은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세실리아 뒤로 사라진다. 객의 시선은 당연히 

라이오니에게 머문다.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사

이에서 조명의 가장 밝은 빛을 받으며 라이오니는 무

 뒤로 천천히 사라진다. 이때 카메라는 스포트라이트

를 받은 라이오니만 단독으로 다시 잡는다. 오 에 

쓴 희곡이 실제로 공연이 된 상황이고 등장인물들은 첫 

쇼트의 장난감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본의 작가이

자 연출가의 모습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2. 브라이오니의 희곡 배경

그림 3. 희곡의 배경

처음 그림은 [그림 1]의 첫번째 그림에서 시작된 쇼

트의 연장으로, 희곡을 쓰고 있는 라이오니의 뒷모습

을 보여 다. 이때 라이오니 에 보이는 액자는 기

도하는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화의 제목이기도 

한 ‘속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다. ([그림 11]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여기서 라이오니가 쓰고 있는 희곡의 

제목은 ‘아라벨라의 시련’이다. “아라벨라”는 슈트라우

스의 오페라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다. 호 만스탈

(Hofmannsthal)이 본을 쓴 이 오페라는 두 자매의 이

야기로, 언니인 아라벨라를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한 둘

째딸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와 소동을 다루고 있다[4]. 

즉 이 화의 스토리, 캐릭터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어톤먼트>는 동생인 라이오니의 오해로 

국을 맞는 언니와 연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일에 

한 동생의 속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오니의 

첫 희곡의 제목 “아라벨라의 시련” 은 결국 언니인 세

실리아의 시련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화에는 

오해가 시작되는 로비에 한 라이오니의 시선에 

한 배경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소설 원작에서는 

라이오니가 로비를 험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 이언 매큐언의 원작 내용을 인용하자면, 

하류계  출신의 로비는 순결한 언니를 타락시킬 사악

한 남자인 ‘사악한 백작’과 동일시된다[5]. 이 부분은 

의 그림으로 다시 설명한다. 

그림 4. 오해와 집착의 표현

화가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타이틀 ‘atonement’는 

타자 소리와 함께 한 자씩 타자로 쓰인다. 타자 소리

는 다음 첫 번째 쇼트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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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인 라이오니의 타자치는 모습이 보인다. 주목할 

것은 잠시 후 라이오니가 타자치는 행 를 멈추고 자

리에서 일어나 하게 움직일 때도 타자 소리는 지속 

된다. 화 곳곳에 등장하는 타자 소리는 라이오니의 

상상력이 고조되면서 극의 개를 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타자 소리는 씬을 거듭해서 반복되다가 라

이오니가 로비에 한 거짓 증언을 할 때 극 화된다. 

특히 라이오니의 희곡에 한 상상력이 로비를 험

한 성범죄자로 확정짓는 장면에서의 활용은 인상 이다. 

 그림을 보면 라이오니는 을 쓰고 있다. 의 

내용은 자신이 쓴 ‘아라벨라의 시련’이며 라이오니의 

내 이션을 통해 객도 듣게 된다. 내 이션과 함께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며 자신의 방에서 세실리아에

게 을 쓰고 있는 로비를 향한다. 타자 소리가 함께 등

장하며 라이오니의 내 이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남자‘라는 부분을 읽는다. 이때 로비의 집을 천천

히 따라가던 카메라가 로비의 뒷모습을 잡는다. 즉 

라이오니의 상상력 안에서 로비는 가장 험한 사람인 

것을 테마음악, 내 이션, 타자 사운드의 조합과 라이

오니의 심리를 따라가는 카메라 무 먼트로 표 한다.  

3. 브라이오니의 등장인물들과 프레이밍

그림 5. 프레이밍의 예

[그림 5]는 라이오니가 사건 당일 자신의 오해와 

상상력으로 벌어지는 비극 인 소동의 주요 인물들과 

만나는 장면들이다. 그들은 각각 로비, 세실리아, 로라 

이다. 로비와 세실리아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날 

녁, 로비는 로라의 강간범으로 체포된다. 

라이오니는 아침부터 이 3명과 각각 만나서 화를 

나 다. 감독은 여기서 이 3개의 화 장면을 일반 인 

투쇼트 촬 , 편집이 아니라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보여

다. 오른쪽 그림들과 같이 이들과 화할 때 카메라

가 라이오니는 단독으로 임에 담고 있는 반면, 

다른 3명은 왼쪽 그림들과 같이 라이오니를 걸어서 

그 인물들을 잡는다. 꽤 긴 화가 각 장면에서 오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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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이 에 한 구성은 일 되게 유지된다. 뒤

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3명은 라이오니의 각본, 

연출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모

습을 바라보는 라이오니의 모습뿐 아니라 그녀의 존

재 자체가 나머지 3명의 캐릭터들에게 미치는 향력

에 한 무게감을 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그림

을 보면 이 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그림 6. 강조된 프레이밍

라이오니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로비

이다. 라이오니와 화를 나 는 로비의 모습을  

그림과 같이 라이오니의 소품에 걸어서 임에 담

고 있다. 반면, 카메라가 라이오니를 담을 때는 [그림 

5]의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라이오니를 단독으로 잡는

다. 화가 시작될 때의 투샷은 [그림 5]의 첫 번째 그림

처럼 라이오니의 체 모습을 보여주지만 화가 진

행되면서는 [그림 6]과 같이 라이오니 손에 들려있는, 

이제 막 완성된 라이오니의 희곡이 로비를 시각 으

로 압박한다. 라이오니의 상상력의 가장 큰 피해자이

기도 한 로비가 라이오니의 희곡 실루엣에 그림과 같

이 가려진 상  표 은 다가올 참혹한 그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해 보인다.

4. 오해의 배경 및 표현 (소품, 빛)

그림 7. 소품의 이용 1

라이오니가 갖는 로비에 한 오해가 시작되는 장

면이다. 창문을 통해 로비와 언니인 세실리아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곧 벌은 창유리에 부딪히며 거슬리는 소리를 낸다. 이

런 몰입에 불필요한 것들은 감독이 라이오니의 왜곡

된 시선을 강조하려 꾸민 장치로 보인다. 실제로 감독

은 이 세실리아와 로비의 장면을 두 번 반복해서 보여

다. 창문과 벌을 통해 라이오니의 에 보이는 로

비와 세실리아의 모습을 먼  보여  뒤, 바로 이어서 

같은 사건을 다시 한 번 보여 다. 멀리서 보는 라이

오니의 시선으로 보인 세실리아와 로비의 화는  

들리지 않고 벌 소리가 이 장면의 사운드를 체한다. 

라이오니의 에는 그들의 행 가 로비가 세실리아

를 성 으로 희롱, 혹은 하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다시 보여  실제 장면에서 이들은 은 한 서로

의 감정을 한다. 이 장면에서부터 라이오니의 오해

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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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브라이오니와 로비의 관계

 장면은 로비가 라이오니에게 자신이 쓴 연애편

지를 세실리아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이 

씬은 풀밭에서 막 기를 거칠게 휘두르고 있는 라이

오니를 로비가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이 때 라이오니

가 어떤 이유로 런 행동을 하는지에 한 설명은 

 없다. 이 까지 소개된 논리 이고 한 소녀의 

모습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의아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거친 모습의 라이오니, 그리고 다음 그림에 보

이는 로비와 라이오니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사선 

구도 등으로 봤을 때 그녀가 로비에게 악 향을 끼칠 

것이라는 징조는 충분히 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이 때 로비가 해  편지는 성  농담이 가득한 장

난으로 쓴 바  편지 다. 그리고 같은 날 녁 라이

오니가 이 편지를 경찰과 어른들에게 공개하며 로비는 

로라의 강간범으로 몰리게 된다. 결국 이 장면은 로비

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결정 인 장면으로 감독에게는 

당연히 시각 인 강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빛의 이용

이 화에서 같은 사건을 두 개의 시 에 따라 반복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에 언 한 장면 이외에도 한 

번 더 나온다. 로비와 세실리아가 서재에서 강한 스킨

십을 하는 도 에 라이오니에게 들키는 장면이다. 

[그림 9]는 라이오니가 이들을 보게 되는 과정이다. 

[그림 8]에서 창문과 벌을 이용했다면 이 장면에서는 

빛을 이용한다. 라이오니는 불빛이 가득한 복도를 지

나,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장신구의 빛을 따라가고, 

서재에 다다른다. 그곳에서 라이오니는 램 의 빛에 

의해서 서로 안고 있는 세실리아와 로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때 빛 자체의 묘사를 보면 다른 장면과는 다른

데, 필터를 사용해서 빛이 산란되게 만든 것이다. 이 산

란된 빛에 의해서 보이는 것을 라이오니는 받아들이

는 것이다. 실제로는 세실리아와 로비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라이오니의 

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성범죄자가 자신의 친언

니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 것이다. 

마지막 그림도 마찬가지다. 라이오니가 사라진 로

라를 회 등을 들고 찾는 장면이다. 이때의 빛 역시 

크게 산란된 모습이다. 잠시 후 이 빛에 의해 보인 것은 

로라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 충격 인 장면이다. 그리고 

라이오니는 그 범인을 로비라 믿고 경찰에 증언하게 

된다. 이때 그녀가 실제로 본 범인의 모습은 로비가 아

니었다는 것을 나이가 든 트3에서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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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어머니의 부재

로비의 실수와 라이오니 오해의 배경에는 설명이 

하나 더 있다.  장면에서 두 여인이 잠을 자고 있다. 

이들은 각각 세실리아와 라이오니 자매의 어머니와 

로비의 어머니이다. 이 날 녁에는 사랑하는 두 연인

을 갈라놓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감독은 러닝타임을 할애해서 아무 일 없는 

낮에 낮잠을 자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 다. 이 두 

여인이 잠자는 같은 시간, 바로  공간에서 라이오

니는 상상의 나래를 펴며 로비를 매우 험한 성범죄자

로 몰고 있고, 로비는 자신의 불행한 미래를 가져올 장

난 편지를 쓰고 있다. 원작과 달리 화 체를 통해 아

버지의 존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가끔 

등장하는 어머니들도 이런 식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

여 다. 단순히 기성세 의 부재 외에도 두 등장인물의 

계와 다가올 미래에 한 강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속죄의 배경과 미장센

그림 11. 소품의 활용 2

의 두 그림은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 증언으

로 로비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라이오

니의 모습이다. 이 시 을 계기로 언니와 로비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 라이오니가 나 에 후회를 하고 속죄

를 하는 가장 요한 순간일수 있는 장면인 것이다. 감

독은 그것을 강조하기 해 이 장면에서 마리아를 연상

시키는 소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그림의 오른

쪽,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라이오니는 마리아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창문을 통해 로비가 체

포되어 경찰에 끌려가고, 로비의 어머니가 울면서 난동

을 부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 화의 첫 번째 쇼

트인 [그림 3]의 왼쪽 이미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연결

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도하는, 혹은 속죄하

는 소녀의 그림은 결국 그 그림 에서 희곡을 쓰고 있

는 라이오니 자신이었던 것이라는 암시를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라이오니는 이 장면 이후 자신

의 실수를 인지하고 후회한다. 

화는 트 3으로 진행되면서 라이오니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상 표 은 아래와 같다. 트3은 

라이오니의 후회, 반성 등의 감정이 발생하는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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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브라이오니 클로즈업 비교

첫 그림은 라이오니가 로비와 세실리아의 계에 

한 오해를 확신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 그림은 로라

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범인을 로비라고 단

정 짓는 장면이다. 이 두 장면은 밤과 낮, 실내와 실외 

등 시간과 공간이 완 히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촬

된 것처럼 유사하다. 첫 장면은 낮에 창문 필터에 의

한 듯 진한 녹색 톤으로 라이오니가 보이고, 두 번째 

그림은 한밤 이지만 자신이 들고 있는 손 등의 불빛

에 의해 역시 진한 녹색 톤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는 트 3에서 간호사가 된 라이오니

의 모습을 보여 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어린 시  

라이오니의 모습과, 역시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나이든 

라이오니의 모습에는 표정과 시선 이외에도 배경에

서  다른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창문임을 나타내는 

진한 녹색 필터는 같지만 자신의 모습만이 반사되는 어

린 시  모습과 주변 사물이 함께 보이는 재의 모습

에서 라이오니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세월이 흘

러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는듯한 라이오니의 변화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러한 내러티 가 이 후 개된다.

6. 색의 사용 (파트 3)
화의 트 3에서는 잦은 붉은색의 사용이 에 뜨

인다. 화면은 채도가 낮기에 붉은색이 더욱 강조된다. 

이 트에서는 변화하는 라이오니의 모습과 주변 상

황을 담고 있다. 붉은색의 이용은 미래에 소설의 화자

가 되는 라이오니의 심리 변화에 향을 끼친 순간들

을 암시하기 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붉은색의 이용

트 3은 간호사가 된 라이오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서 시작한다. 이 시기에 라이오니는 부상병들을 간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9578

하며 로비가 있는 쟁터의 참혹함을 간  경험한다. 

첫 번째 그림은 어느 날 밤 그녀가 홀로 죽어가는 한 병

사와 화를 나 는 장면이다. 곳곳에 드리워진 붉은 

색의 소품과 피의 색이 인상 이다.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 색 커튼으로 등장한 라이오니는 이 병사와

의 화를 통해 심리  갈등을 보여 다. 그녀가 알지

도 못하는 이 병사의 첫 질문은 놀랍게도 ‘언니의 안부’

와,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가’ 이다. 그녀

가 평생을 괴로워하는 질문인 것이다. 차분하던 카메라

가 이 병사와의 화 때는 조 씩 흔들리는데, 혼란스

러운 라이오니의 심리를 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그림은 사 이자 어린 시  성폭행을 당한 

로라의 결혼식에 라이오니가 찾아가는 장면이다. 여

기서 등장인물들은 을 마주치지만 화는 없다. 자신

을 강간한 남자와의 결혼, 엄청난 재산을 가진 남자의 

결혼식이지만 어둡고 한산한 , 이 결혼식을 방문한 

라이오니의 복장 등 실 이지 않은 연출이 이상해 

보이는데 라이오니의 붉은 가운이 단서를 다. 라

이오니의 검은색 가운은 뒤집으면 붉은색이 되는데 이 

색의 변화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 에 소설에 향을 

주는 사건들을 다룰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라이오니는 로라를 강간한 범인이 로비

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그림은 라이오니가 언니를 찾아가는 장면이

다. 이때 라이오니의 의상은 검은색이다. 하지만 실

내로 들어가서 세실리아, 로비와 화를 나  때는 붉

은색 가운을 입고 있다. 나 에 트 4에서 라이오니

가 밝히듯, 그녀가 언니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집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고백을 한

다, 즉 실제로 벌어진 것은 언니 집을 찾아갔을 때까지

고 이때의 의상은 검은색이다. 그리고 세실리아와 로비

를 만나 사죄하는 장면은 라이오니의 상상이었던 것

이다. 이 장면 역시 그녀의 소설에서 창작이 가미될 수

밖에 없는 요한 순간인 것이다.

로비와 세실리아가 키스를 나 는 이 씬의 장면 역시 

붉은색 벽돌, 붉은색 창틀 등 붉은 색으로 가득한 공간

이다. 실제로 이 둘은 헤어진 이후 만난 이 없기에 이 

장면은 라이오니의 상상 속에 존재한 것이다. 

이 듯 이 화에서의 붉은색의 사용은 미학 인 가

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늙은 라이오니가 속

죄하며 쓴 소설의 심리  배경과 의도를 헤아리게 만든

다. 

 

Ⅳ. 후회, 속죄, 그리고 변명의 영화적 표현

화의 개는 시간 흐름 순으로 단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트가 라이오니의 마지막 소설을 설

명하기 해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구성은 단

순히 반 을 해 마지막에 소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일 수밖에 없었다는 집요한 설명으로

까지 보인다. 화에서 화자인 라이오니가 이야기를 

하는 소설 배경은 후회, 속죄의 감정이다. 트 4에서 

라이오니는 소설 ‘어톤먼트’는 자신의 마지막 소설이

자 첫 소설이라고 말한다. 수십 편을 발표한 그녀에게

도 이 소설만큼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써왔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어린 시 부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질문이며, 트3에서 죽어가는 병사의 질문이기도 한 

‘언니는 잘 지내는가? 원하는 상 와 행복한 삶을 사는

가?’ 라는 질문에 라이오니는 화 마지막에 고통스

럽게 답변을 한다. ‘로비와 세실리아는 비참하게 죽었

다. 둘은 그 사건이후 만나지를 못했다.’ 라고. 라이오

니의 입장에선 그 어떤 악의도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었고, 그 결과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라이오니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 감정이 라이오니

의 소설 탄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설명한 조 라이트 감독의 상표 들은 

라이오니가 세상을 왜 그 게 보았는가를 설명한다. 모

든 비극의 가장 결정 인 순간, 즉 로라를 성폭행한 범

인을 로비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소

설의 서사가 아닌 화 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상표 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 스토리는 

단순히 마지막에 반 을 보여주는 단순 구조로 끝났을 

것이다. 실과 허구 사이의 괴리가 주는 안타까움은 

화자인 라이오니의 후회, 속죄, 혹은 어쩔 수 없었다

는 변명으로까지 볼 수 있는 상 표  방법이 있었기



영화 <어톤먼트>에 나타난 영상표현방법 579

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언 매큐언의 원작에서 

매체가 바 면서 만들어진 화  표  방법의 성공

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화 <어톤먼트>는 인상 인 상  표  방법을 다

양하게 보여 다. 본문에서는 상징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배경 설명들과 장면 분석을 통해서 화  표  방

법에 한 들을 다루었다. 구체 인 설명을 해 샷

바이샷 상 심의 분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

량의 화 캡쳐 이미지들을 이용했다.

화 <어톤먼트>는 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화로 다

시 탄생했다. 4부로 이루어진 구성은 화와 일치하지

만 특정형식과 라이오니의 서사 심인 원작을 감성

인 러 스토리로 이끌어가는데에는 감독의 재해석과 

화라는 변환 매체의 재능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화는 원작을 하게 만든 것을 지킴과 동시에 비극

인 로맨스와 반 을 부각시켰다[6]. 이 과정에서 화

인 특성을 살리고, 매체가 바 면서 소설에서는 불가

능한 직 인 상 표 과 사운드의 이용이 미학 으

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문에서 

언 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효율 인 구성은 소설의 명

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원작의 내용을 화의 콘

텐츠로 훌륭하게 변환 시킨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한된 상 시간 안에서 많은 양의 콘텐츠를 

다루기 해서는 상  은유를 동반하지 않고는 그 표

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독의 의도를 유추

해 볼 수 있는 구체 인 표  방법에 한 연구는 의미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이 화에서의 상징

과 배경 암시, 화  표  요소들의 구성에 한 분석

이 표  방법 발 에 의미가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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