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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김종국*

초 록

동서양 색채 문헌에서 초록의 문화사는 유사성과 차이를 보인다. 색

채의 심리적 상징에서부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의미까지 다양하게 서술된

다. 이 글은 생명과 물질이라는 범주 내에서 초록의 연상, 상징, 은유 등

을 활용한 한국영화를 분석한다. 방법론은 동서양에서 재현되는 초록의 

생리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함께 정서적, 상징적 의미에 근거하고, 조

셉 알버스의 색채의 상호작용이라는 논의를 따르면서 전통적인 색채학, 

기호학, 문화이론 등을 적용한다. 분석대상은 대중성을 담보한 한국영화

이며, 선정기준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의 역대박스오피스 통계를 

활용한다. 통합전상망은 1-500위까지의 박스오피스 순위에 오른 역대 한

국영화 가운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영화들을 선별한다. 생명과 물질이

라는 범주에서 영화의 초록은 첫째, 자연과 문명 간의 경계이며 기준을 

제시한다. 그 예로, <초록물고기>, <녹색의자>, <검사외전>, <설국열

차>, <디워>, <추격자>, <악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와 같은 영화들

이 있다. 둘째, 생명의 이중적이고 양면적 특성을 활용한 영화들로 <국제

시장>, <옥자>,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투동막골>, <포화 속으로>, 

<고지전>, <님은 먼 곳에>, <실미도>, <택시운전사> 등이 있다. 셋째, 

초록의 물질성, 공감각성, 즉각성, 무한성이 영화의 시공간을 구성하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례로서, <올드보이>, <아가씨>, <판도라>, <부산

행>, <감기>, <조작된 도시>, <이끼> 등이 있다. 넷째, 예술적 환영으로

서의 초록이 정신과 감각을 자극하여 미적 경험에 참여케 하는 영화들로, 

<말아톤>, <써니>, <은밀하게 위대하게>, <곡성>, <검은 사제들>, <장화

홍련>, <은교>,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해빙> 등이 있다.

주제어 : 초록, 생명, 물질, 조셉 알버스,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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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언어게임: 어떤 객체가 다른 것보다 더 밝은지 또는 어두

운지 설명해보자. 여기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색조의 밝기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

다: 두 나무토막의 길이, 또는 두 숫자 간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언어게임에서 명제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는 Y보다 

더 밝다. 그러나 먼저 그것은 외적 관계이며 명제는 일시적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내적 관계이며 명제는 무한하다.”1) 비트겐슈타

인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색채 간의 미묘한 차이와 관계의 일시적

이고 무한한 의미를 제시한다. 괴테는 색채의 생리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설명한다.2) 비트겐슈타인과 

괴테는 색채의 차이에 의한 관계의 일시성 및 의미의 무한성을 

전제한다. 색채의 특성에 관한 일반론과 특수성을 배경으로 초록

이라는 색상에 한정해 논의한다면, 자연에서의 식물, 동물의 앵

무새, 인류 문화의 녹차라떼 등 수많은 대상과 그것의 의미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초록의 식물을 배경으로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유리잔 속 물은 

초록으로 보인다. 투명한 유리잔 속의 물이 초록이며, 배경의 식

물 또한 초록이다. 같은 초록이지만, 잔 속의 것은 독성이며, 식

물의 것은 생명이다. 초록은 양면 가치적이다. 자연의 초록은 생

명과 건강을 의미하지만, 인공의 초록은 유독하고 불길하다. 전

쟁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와 <씬 레드 라인>(1998)의 

시각을 구성하는 초록은 인류의 생명을 배경으로 하며, <백설공

주와 일곱난쟁이>(1937)와 <오즈의 마법사>(1939)에서 초록은 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7122)

1) Ludwig Wittgenstein (1977). Remarks on Colour. translated by 
Linda L. McAlister and Margarete Schätt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2e.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1810). Zur Farbenlehre 색채론. 권
오상 역. 민음사. 2003.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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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며, <소공녀>(1995)의 공간을 구성하는 초록은 불안감을 조

성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주제는 생명 구하기이다. 죽음

이 도처에 편재하는 전장에서 이야기를 이끄는 인물들과 시각적 

배경에 생명을 의미하는 초록이 배치된다. 자연에서처럼 영화의 

초록은 항상 생명과 건강을 제시한다. 자연의 초록이 물질화될 

때는 극단의 의미를 갖는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에서 초록

은 왕비의 사냥꾼이 공주를 헤치려할 때 그의 눈빛이 초록으로 

바뀌며, 어두운 숲속에서 공주를 바라보는 눈빛 또한 공포를 극

대화하는 초록이며, 왕비가 공주를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만든 

독약 또한 초록이다. 영화에서 물질화된 초록은 사악하며 유독하

다. 영화의 색들 가운데 초록이 가장 극단적이며 양면 가치적이

다. <더 록>(1996) 같은 할리우드 액션영화 장르에서 폭탄, 유독

가스 등이 초록 물질이다. <스타워즈>(1977) 시리즈에서는 초록

광선이, <화성침공>(1997)에서는 지구를 공격하는 초록 화성인

이, <헐크>(2003)에서는 초록괴물이 등장한다. 애니메이션 <슈

렉>(2001)에서는 늪지에 사는 거구의 괴물 슈렉의 피부와 피오나 

공주의 의상이 초록이다. <마스크>(1994)의 초록은 단조로운 일

상에서 마스크의 신비로운 힘을 표현한다. <매트릭스>(1999)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초록이며, 이것은 컴퓨터 화면에 보여 지는 

색이며 가상현실의 공간색이다. 에릭 로메르의 <녹색광선>(1986)

에서 초록은 상징이며 은유이다.

동서양의 색채 문헌에서 초록의 문화사는 유사하기도 다르기

도 하다. 그것은 색채의 심리 상징에서부터 문화 차이별 의미까

지 다양하게 서술된다. 이 가운데 영화색채는 색상 간, 영화의 

다른 형식요소 간의 관계에서 기능하고 의미를 갖는다. 영화 텍

스트 내에 집중된 색채의 기능과 의미는 텍스트 밖으로 확산된

다. 이 글은 생명과 물질이라는 범주에서 초록의 연상, 상징, 은

유 등을 활용한 한국영화를 분석한다. 초록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사례, 미학적 기능, 집중과 확산 등의 의미를 고찰한다. 방법론

은 동서양에서 재현되는 초록의 생리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함께 정서적, 상징적 의미에 근거하고, 색채배색, 색채혼합,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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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치, 색채조화에 관한 실험을 통해 색채의 상호작용이라는 논

의를 따르면서3) 전통적인 색채학, 기호학, 문화이론 등을 적용한

다. 분석대상은 대중성을 담보한 한국영화로서 선정기준은 영화

진흥위원회 상영관통합전산망의 역대박스오피스 통계를 활용한

다. 통합전상망은 박스오피스 1-500위까지의 한국영화 목록을 제

공하고 있다. 이들 영화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영화색채 

분석에 적합한 영화를 선별한다. 초록을 일관되게 활용하고, 초

록의 의미를 명시하는 영화들이 분석대상이다.

II. 기준과 경계

영화제목에서 색이름 초록과 녹색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2003년 개정된 표준 색이름에 따라, 녹색 대신에 초록을 사용한

다. 다음은 한국형 느와르의 죽음 이미지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초록물고기>(1997)에서 소외된 성장의 상징4)인 막동이(한석규 

분)의 대사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큰 성이야? 큰성, 나

야 막동이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응, 어 나 잘 있어, 괜찮아. 

큰성, 전화 끊지마, 전화 끊지마. 큰성, 생각나? 빨간 다리, 빨

간색 철교. 우리 어렸을 때 빨간 다리 밑으로 초록색 물고기 잡

으러 간다고 갔다가 쓰레빠 잃어버려 가지고, 큰 성이랑, 형들이

랑 쓰레빠 찾는다고, 놀지도 못하고... 큰성, 그 때 생각나?” 

어린 시절 큰형과 초록물고기를 잡겠다던 순진한 꿈과 죽음이 교

차되는 장면이다.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

는 초록색 물고기가 등장한다. 초록은 식물의 색이며, 태양이 지

면의 수분과 공기의 원소에 닿아 생기는 형태이다. 초록의 표현

가치는 충만과 충족, 정적과 희망이며, 지식과 신앙의 융합이자 

상호침투이다.5) 신호등의 초록은 다른 색보다 우선한다. 다른 색

3) Josef Albers (1975). Interaction of Color 실험에 의한 색채구성. 
서재행 역. 일지사. 1980. pp.17-144.

4) 임정택 외 (2007). 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6편의 한국 영화·6

개의 영화 이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19-146.



403

들이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하지만, 초록은 순환시킨다. 초록에

서 자연이 시작되는 것처럼, 문명에서도 초록은 일정한 기준점이 

된다. 문명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지향하는 초록은 준거가 되기

도 하지만, 자연과 문명을 연결하는 경계의 색이기도 하다. <초

록물고기>의 마지막 장면은 재개발된 변두리의 초록 느티나무 아

래에 모인 가족을 보여준다. 초록은 회색 배경의 일산 신도시와 

변두리의 경계에서 가족의 삶을 관찰하고 보호하려는 시선을 유

지한다. 느와르와 사실주의를 접목하거나 일탈하는 초록은 떠돌

거나 헛도는 정체성의 영등포와 장소 정체성의 혼돈과 타자들이 

자리하는 일산의 공간6)을 구획하는 시각요소이다.

색이름을 채택한 또 다른 맥락의 영화 <녹색의자>(2005)의 

초록은 규범과 환타지의 경계에 위치한다. “문희, 그렇게 좋아

요? 네, 그 이상이에요” 같은 김문희(서정 분)와 서현(심지호 

분)의 대사를 사용하는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B급 포르노를 표방

하면서 삼류에로의 통속 장면을 내세운다. ‘서른 둘의 이혼녀, 

열 아홉의 미성년. 세상이 인정 못할 사랑이 있다’는 통속과 환

타지 사이에 초록을 시각화한다. 이 영화에서 초록은 남녀 사이

의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감정을 다루는 연애영화의 관습과 도상7)

으로 기능한다. 초록의 성적 환타지와 의자의 안락함은 숲, 바

다, 물 등 자연의 초록과 문명의 가부장제에 대비된다. 은유와 

비유로서의 의자는 <고흐의 방>(1888-9) 연작 등의 회화에서 강

렬한 색채대비와 충돌로 표현된다. 이 그림에서 초록은 소용돌이

치는 내면의 불안함이다. 화면 공간에서 벽은 연보라, 바닥은 빨

강, 침대는 빛바랜 노랑, 두 의자는 연한 초록, 요와 베개는 초

록빛의 레몬, 침대보는 진홍, 창문은 초록, 세면대는 주황, 대야

는 파랑, 문은 라일락 등으로 구성된다. 내면의 불안과 긴장 속

5) 고을한 편역 (1976). 요하네스 잇텐의 색채론. 상미사. p.100.

6) 김태형 (1995). ｢영화에 재현된 공간의 공간 정치경제학적 일분석: 

영화 <초록물고기>와 <강원도의 힘>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pp.54-72.

7) 황혜진 (2005). ｢한재림 감독의 <연애의 목적>, 박철수 감독의 <녹색

의자>｣. 공연과 리뷰. 51.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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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록은 그 경계에 배치된다. 샤갈의 <초록의 연인들>(1915)

에서 초록은 이성과 감성의 경계8)에서 다른 색들을 압도한다. 영

화 <그린 마일>(1999)에서 초록은 사형수들이 전기의자로 가는 

길의 바탕색이다. <녹색광선>에서는 해질 무렵 빛의 굴절로 나타

나는 초록빛이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은유하며, 꿈과 희

망, 고독과 내면의 진정성을 표현한다. <헐크>(2003)에서 돌연변

이 초록 괴물은 꿈과 욕망이 빚어낸 상징적 존재이며 초자연적 

현상이다. <슈렉>의 초록 괴물 역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생명체

이다. <에일리언>(1979)과 <프레데터>(1987)에서 외계 생명체는 

초록피를 흘린다.

누군가에게 색은 사물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다. 선악

이 분명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이분법적 영화 <검사외전>(2015)에

서는 감옥 내 변재욱(황정민 분)의 방이 빛바랜 초록이다. 초록

은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성격9)을 표현한다. 이 둘은 서로 반대

되며 내향의 초록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부끄럼이 많다면, 외향

의 초록은 활발하여 사교적이며 생명의 열정을 갖는다. 초록의 

생명은 인간관계를 주도하며 끊임없이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한

다. 살인 누명을 쓴 검사가 감옥 밖 작전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

에서 배경의 초록이 자유를 갈망한다. 괴테의 색채론은 초록과 

파랑을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관계로 설명한다. 회색에 가까운 

옅은 파랑의 죄수복이 초록의 검사라는 신분에 맞지 않다는 의미

가 담긴다. 시각적으로는 억울한 검사가 죄수복을 벗고 감방에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설국열차>(2013)에서 새로운 빙하

기에 인류의 마지막 생존지역 기차는 빈민굴 꼬리칸에서 호화로

운 앞쪽칸에 이르기까지 계급을 색으로 구분한다. 생산수단의 소

유 여부에 따른 계급구조와 계급의 문화적 취향을 반영한 생활양

식, 빈민집단의 계급투쟁과 혁명의 과정이 열차칸의 색채 공간 

구성으로 현대사회를 반영한다. 식물칸은 생명이 넘치는 초록과 

8) 김종갑 (2015). 삼색의 경제학. 복두출판사. pp.170-175.

9) Carol Ritberger (2009). What Color Is Your Personality?: Red, 
Orange, Yellow, Green. Hay House, Inc. 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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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주황의 오렌지가 넘쳐나고,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교실칸

은 사치스런 원색 가운데 초록이 평화의 공간을 채운다. 담배조

차 구할 수 없는 앞쪽칸에서 환각용으로 활용되는 초록의 크로놀

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기차문을 폭파시키는데 사용된다. 크

로놀의 환각에 이끌려 전진하는 남궁민수(송강호 분)는 변화를 

선택하고, 비로소 기차 밖 현실의 문을 연다. 이 영화에서 쓰인 

가공의 크로놀은 엽록소를 뜻하는 클로로필(chlorophyll)10)과 비

슷하게 발음된다. 생명과 공기를 만들어내는 클로로필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설국열차에서는 크로놀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 

영화에서 초록은 환영과 현실의 경계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

준이 된다.

<디워>(2007)는 여의주를 품은 살아있는 용의 변신설화로서, 

초록 여의주를 찾아 나선 이무기의 피부가 짙은 초록이다. ‘영

묘한 구슬’의 밝은 초록과 이무기의 어두운 초록이 대비를 이룬

다. 서구에서 초록은 악마의 색이며 기괴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색11)이다. 또한 이슬람의 초록12)은 마호메트의 군기와 터번이지

만, 반대로 이슬람의 적에게는 악마로 보인다. <추격자>(2008)에

서는 김미진(서영희 분)이 감금된 화장실의 바닥이 회색빛 초록

으로 낯선 이미지를 만든다. 여기에 바닥에 흥건한 핏빛이 대비

되면서 심리적 공포를 조성한다. 감금된 여성의 타자성13)을 강조

하는 초록은 불안, 공포, 두려움, 범죄, 기이함 등을 대상화한

다. 이 공간은 연쇄 살인범의 악마성과 공간 밖 경계의 불확실성

을 가중시킨다. 범죄액션장르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악녀>(2017)의 시각양식은 인물 중심의 검정과 인물선을 강조하

10) Joann Eckstut; Arielle Eckstut (2013). The Secret Language of 
Color. Black Dog and Leventhal Publishers, Inc. p.145.

11) Michel Pastoureau (1992). Dictionnaire des couleurs de notre 
temps: symbolique et société 색의 비밀. 미술문화. 2003. p.36.

12) 世紀研究会 (2003). 色彩の世界地図 색의 문화사. 정란희 역. 예담. 

2004. p.97.

13) 채송화 외. ｢영화 분장 캐릭터의 녹색 상징성 연구｣. 한국디자인문

화학회지. 22(4). 2016. pp.6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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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라, 배경의 빨강, 시안, 초록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숙희

(김옥빈 역)와 중상(신하균 분)이 대결하는 초록 버스를 제외하

고, 미장센의 초록빛은 조명과 색보정의 효과로 표현된다. 처음

부터 마지막까지 숙희의 대부분의 액션장면에 배치된 초록은 선

악의 대결구도에서 그 경계에 위치한다. 선악이 분명한 장르영화

에서 인물은 초록을 선택하기도 배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

얀 드레스를 입은 숙희의 클로즈업에서 인물과 배경을 구분하는 

선의 초록빛은 그녀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는 90년대 한국영화를 마무리하

고, 2000년대 한국영화의 새로운 영상미학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오픈닝 시퀀스

에서 빗 속의 회색 계단, 노란 은행잎, 옅은 초록 건물들, 검고 

하얀 양복의 인물들, 빨간 피 등이 영화의 독창적인 미장센을 구

성한다. 색채를 전면에 내세운 숏의 구성은 몽타주로 완성되며, 

시계로 클로즈업되는 마지막 숏의 시분을 가리키는 초록 바늘에

서 시퀀스가 끝난다. 오픈닝에서의 시각양식은 두 사람의 마지막 

탄광 격투장면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른 새벽의 빗 속에 검정과 

노랑의 인물 움직임과 이를 따르는 카메라가 있고, 배경에는 초

록이 모든 것을 관조한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카메라가 관객의 

시선을 대신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두 인물의 배경 사이로 지나

는 초록이 카메라의 시선을 대신한다. 격투가 끝나고 남는 것은 

초록의 관점뿐이다. 이 영화에서 초록은 김형사(장동건 분)와 장

성민(안성기 분)의 기차 격투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배치된다. 회

색, 검정, 빨강, 노랑 등의 인물들과 소품들 배경에 초록이 두드

러지고, 카메라를 비롯한 화면과 인물들의 느린 움직임에도 초록

은 정지된 채 모든 상황을 관조한다. 동물의 왕국에서 자연의 초

록을 배경으로 갈색, 베이지색, 검정, 회색, 빨강, 노랑 등의 동

물들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감추거나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 

영화의 초록은 관객과 텍스트의 사이에서 시선을 유도하는 장치

이면서 시선 그 자체로 기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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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명과 양면성

삶과 죽음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다. 전쟁영화 또는 

전쟁 관련 장면들에서 초록은 생명, 또는 그것의 의지를 표현한

다. <국제시장>(2014)에서는 베트남의 초록 정글, 결혼식에서 영

자(김윤진 분)의 초록 저고리, 가족 공간의 초록이 있다. 영자가 

운영하는 꽃분이네 상점 또한 초록이다. 이와 비교되는 서구영화

로 가족 이야기를 하는 전쟁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의 

초록이 생명이다. 전쟁을 상징하는 초록은 역설적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인간의 행위가 초록생명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다. 전

쟁영화는 자연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의 생명을 성찰한다. 

초록은 인간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재촉하면서 생태주의 생명론

을 환기시킨다. 반대로 <옥자>(2017)에서의 초록은 위선이며 이

중적이다. 영화 관람 환경의 미래를 탐색하는 <옥자>는 자본 중

심의 계급사회와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 영화에서 미화된 

파스텔 세상과 대비되는 초록은 정제되고 인위적인 것이다. 옥자 

주변이 분홍으로 채색되지만, 옥자를 상업화하려는 미란도 그룹

은 초록이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위선적인 기업들이 초록에 집착

한다. 초록 숲의 미자는 빨강, 초록 등 희석되지 않은 색으로 묘

사된다. 강원도 산골의 초록낙원에서 미자와 옥자의 교감이 이뤄

진다. 

전쟁영화에서 초록은 생명이다. 장르상 전쟁영화 또는 전쟁 

소재의 영화들, 군인 또는 군부대 배경의 영화들에서 초록은 생

명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전쟁 소재의 영화 <태극기 휘

날리며>(2003)에서 국군, 인민군, 중공군 사이를 넘나드는 두 형

제의 빛바랜 전투복을 비롯한 다양한 소품과 배경에 등장하는 초

록이 죽음의 공포와 동시에 생명을 표현한다. 전쟁영화에서 생명

의 초록 오아시스와 생존의 행운은 언제든 생명의 광기로 점철되

는 정글의 초록 지옥14)으로 변한다. 어두운 정글에서 오래된 식

14) Margarete Bruns (1997). Das Rätsel Farbe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 

역. 1999.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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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초록은 멸망이며 재난이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1937)

에서 <지옥의 묵시록>(1979)에 이르는 지옥 같은 공포의 숲과 베

트남 정글이 절망을 담는다. <웰컴투동막골>(2005)에서는 한국전

쟁 당시 두메산골 마을의 자연 속 초록이 국군, 인민군, 연합군

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한다. 기술적으로 색보정이라 할 수 

있는 영화색채는 영상의 외견상 그럴듯한 핍진성

(verisimilitude)15)과 눈 앞에 바로 가까이 있는듯한 현전성16) 

제고를 위해 숏들 간의 간격을 봉합한다. 전쟁영화의 초록은 시

각적으로는 텍스트의 틈새를 지우면서, 개인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적 현상의 관습으로 기능한다. <인천상륙작전>(2016)에서는 

군인과 군대의 전형적인 초록 밀리터리가 영화의 시각을 지배한

다. <연평해전>(2015)의 시각을 구성하는 주요 색상은 빨강, 파

랑, 하양, 검정이다. 이것은 연평해전과 월드컵의 붉은악마를 평

행적으로 나열하는 사이에 영화를 이끄는 태극기의 색들이다. 초

록은 윤영하(김무열 분)의 가족과 마지막 죽음을 보여주는 바닷

속 장면 등에서 사용된다. 이들 장면은 죽음에 임박한 생명의 초

록을 강조한다. 

<포화 속으로>(2010)는 학도병의 검정과 인민군 대장(차승원 

분)의 하양을 대비시키면서, 국군의 초록 밀리터리를 구원의 상

징으로 표현한다. 잿빛의 폭염으로 그려지는 혼돈 속에서 초록은 

희망이며 질서를 부여한다. 서구에서 예수의 피를 담은 성배의 

초록 에머랄드는 고귀하고 성스럽고 아름답다.17) <고지전>(2011)

에서는 황폐한 잿빛 진지를 배경으로 초록 밀리터리가 국군과 인

민군의 인간성을 대변한다. 14벙커에서 발견한 초록 술병은 그들

에게 생명수이며, 벽을 넘어 포화 속에 핀 평화의 꽃이다. 또한 

초록은 살아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젊은 그들의 간절함이다. 한

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담아내는 <국제시장>(2014)은 덕수부(정

15) Todorov, Tzvetan (1971). Poétique de la prose 산문의 시학. 유제

호 역. 예림기획. 2003. p.149.

16) 오희천 (2012). 하이데거 존재의 의미. 종문화사. p.163.

17) Margarete Bruns (1997). 위의 책.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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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분)의 목도리, 영자(김윤진 분)의 저고리, 덕수(황정민 분)

와 영자의 배경, 덕수네 집 등에 초록이 배치된다. 힘들었던 시

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덕수의 초록은 밀리터리만큼이나 

치열한 사회의 전장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의지이다. 베트남전쟁

에 관한 영화적 기억 방식을 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님은 먼 

곳에>(2008)는 무대 위 수애의 빨간 드레스가 강렬하다. 초록의 

밀리터리를 배경으로 위문공연단의 보라, 파랑, 하양이 화려하

다. 정글의 초록은 헬기 안에서 ‘님은 먼 곳에’를 열창하는 써

니(수애 분)의 빨강과 정만(정진영 분)의 보라를 순화시킨다. 무

대 위에서 써니가 착용하는 밀리터리 초록은 시골 아낙 순이에서 

가수 써니로의 정체성 변화를 시각화한다. 제국주의를 모방하려

는 순이의 욕망을 반영한 초록의 몸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소비되

고 전시된다.

특수 훈련병의 <실미도>(2003)는 초록의 인권을 주장한다. 

영화의 시각을 지배하는 훈련병들의 밀리터리 초록은 감시와 훈

련을 맡은 기간병들과 구분되면서 훈련병들의 수동성을 자연스럽

게 만든다. 훈련이라는 강제 억압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

제의 강도가 커질수록 초록은 그들의 인권을 대변한다. 이름도 

존재도 살려둘 이유도 없었던 진실을 이제는 말하고자 한다. 초

록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들의 사실주의 경향을 강화한

다. 그것은 수많은 색상들 가운데 자연 그 자체인 초록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택시운전사>(2017)에서 택시의 초

록과 군인들의 초록이 대칭을 이루면서 상반된 의미를 제시한다. 

밝은 초록은 삶을, 진하고 둔탁한 초록은 죽음을 향한다. 택시의 

초록이 소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대변하는 가운데, 만섭(송강호 

분)의 노랑과 시민군들의 빨강이 저항과 혁명을 상징한다. <택시

운전사>와 동일한 의미의 초록 택시가 <변호인>(2013)에서도 등

장한다. ‘법은 편리하고 가차운데 있다’는 송변(송강호 분)의 

진술이 초록의 일상성을 확인시켜준다. 초록은 송우석의 넥타이

와 진우(임시완 분)의 셔츠 등에 스며든다. 배우 송강호는 공판 

장면에서 넥타이의 노랑으로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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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영화적 사건을 공감각화한다. 재현 공간에 배치된 색

채는 어떤 감정을 자극하며, 그것은 생성과 공포, 두려움 등을 

유발한다. 초록은 즐거움과 두려움의 양면 감정을 넘나든다. 호

흡하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역동적인 초록이 존재하지

만, 공포, 불안, 불쾌이기도 하다. 표상으로서의 초록은 생명의 

어머니이지만, 은유로서의 초록은 부재에 따른 감시이며 공포이

다. 특히 전쟁영화에서 자연의 초록은 파괴적 행태의 문명에 대

항한다. 태양과 물과 바람의 국가를 지향하는 녹색 정치는 비폭

력, 평화, 여성주의를 표방한다. 생태학, 에코페미니즘, 생태예

술, 생태과학 등이 제도화된 사례들이다. 생명 중심의 생태주의 

초록은 전쟁, 재난, 기후변화 등의 생태 위기에 대한 공포를 환

기시킨다. 재앙으로 탁해진 초록은 반유토피아적이다. 양면적이

고 이중적인 초록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 또는 사이의 공간, 즉 

영화적 공간에 위치하는 다의적 기표가 된다. 

IV. 물질과 공포

노랑과 파랑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색이 초록이다. 시각과 

감정에 가장 편안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대개 방의 벽지로 선택

된다.18) 그러나 물질로서의 초록은 독이며 약이다. 짙고 둔한 초

록은 악이며 공포의 근원이다. 의상, 소품, 조명의 빛에 이르기

까지 모든 숏의 공간을 빨강, 파랑, 초록, 보라, 검정, 하양의 

색채시각으로 상징화한 <올드보이>(2003)에서 상록고등학교, 초

록색노트 등이 죽음, 고독, 사악함, 질투, 광기와 연결된다. 학

교에서의 근친상간, 저수지에서의 자살, 팬트하우스에서의 죽음 

등이 초록으로 일관된다. 이 영화의 초록은 불행하고 기괴하다. 

한국 전통색의 초록계열에 포함되는 색이름으로는 녹색, 명록색, 

유록색, 유청색(잔디색), 연두색, 춘유록색(연한 연두), 청록색, 

진초록색(상록수색), 초록색, 흑록색(어두운 초록), 배색(연한 

18) Johann Wolfgang von Goethe (1810). 앞의 책.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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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 옥색, 뇌록색(피콕 그린), 양록색(에메랄드 그린), 하엽

색(탁한 초록) 등이 있다.19) 이 가운데 흑록색과 하엽색이 <올드

보이>의 초록이다. 시각적으로는 죄악과 복수 등의 검정, 순결, 

속죄, 구원 등의 하양이 대비된다.

영화 <올드보이>의 색채 상징에 관해서는 크게 억압과 분노

와 사랑의 빨강, 죽음과 타락의 초록, 집착과 근친상간의 보라, 

갱생과 부활과 차가운 현실의 하양으로 분류된다.20) 칸딘스키의 

색채론은 색채의 상징 의미와 인물의 심리 변화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적용된다.21) <아가씨>(2016)의 사례에서 하

양이 순결과 희망, 검정이 침묵과 억압이며, 빨강은 정열과 의

지, 파랑은 냉정함과 우울함, 보라는 혼란과 주의이다. 이 영화

의 히데코(김민희 분)와 숙희(김태리 분)에게 자연과 신뢰의 초

록은 순진하고 미숙한 사랑이다. 두 사람 간의 감정이 드러나고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 초록숲이다. 숙희의 시점에서는 히

데코의 초록 드레스가 위치하고, 히데코의 시점에서는 그녀의 배

경에 초록이 자리 잡는다. <박쥐>(2009), <친절한 금자

씨>(2005), <복수는 나의 것>(2004) 등을 비롯한 박찬욱 영화들

에서 색채의 활용은 유사하게 반복된다. 색채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태, 공간 구성, 암시와 복선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검정과 빨강을 부정의 측면에, 하양을 긍정의 측면에 배치한다. 

색채는 모호한 현실과 안정되지 않은 감정을 실재의 시간으로 표

현한다. 어떤 이미지가 진리의 가능성만을 보여준다면, 색채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색채는 존재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

식 그대로 표현한다. 세계 안에서의 색채는 존재 자체를 표현하

는 본질이다.

<판도라>(2016)는 잿빛 재앙의 폐허에서 원전 내부를 꺼지지 

않는 빨강으로 중심에 배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초

19) 이재만 (2011). 한국의 전통색. 일진사. pp.128-157.

20) 정혜진 (2005). ｢영화 <올드보이>의 색채 상징 의미 분석｣. 한국색
채디자인학연구. 1(1). pp.5-14.

21) 길윤홍 외 (2017). ｢박찬욱 감독의 영화 < 아가씨> 색채연구｣. 한
국디자인리서치. 2.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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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광선으로 시각화한다. 초록광선은 미지의 신비한 힘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기도 하다. <녹색광선>의 꿈과 희망에 반대된

다. <연가시>(2012)는 물에서 태어나 인간의 뇌를 감염시키는 변

종 기생충 연가시의 초록으로 공포를 유발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연가시와 사투를 벌이는 가장(김명민 분)의 초록은 생명이

며 재난에 맞설 힘이다. 애니메이션 <서울역>(2016)과 실사 <부

산행>(2016)에서 좀비의 피가 짙은 초록이며, 좀비로 변할 때의 

눈동자가 검은 초록이다. 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유사하다. 

<서울역>에서 좀비로 변한 혜선(임은경 목소리)의 눈동자와 <부

산행>에서 좀비로 변한 공유의 눈동자가 초록이다. <서울역>에서 

좀비로 변한 혜선이 포주를 공격하는 장면은 거울이 걸린 초록의 

침실 벽면에 혜선과 포주의 그림자가 지고, <부산행>에서는 기차

에서 떨어지는 공유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유의 그림자가 철길 위

로 떨어진다. <서울역>은 초록의 불빛이 어두운 밤 장면을 지배

하는 가운데, 인물을 배경과 구분한다. 애니메이션 그림의 초록

은 형태와 공간을 만든다. 어두운 밤의 <서울역>에서 검붉은 초

록은 공포와 비극이며, 낮의 <부산행>에서는 백광의 초록이 살아

남은 자들의 안도와 희망이다.

<감기>(2013)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체를 폐쇄하는 수용

소의 초록은 보이지 않는 집단공포를 유발한다. <연가시>에서처

럼 초록은 격리의 대상이 된다. 감염과 질병을 통제하는 방식은 

<괴물>(2006)과 <너는 내 운명>(200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괴

물의 출현으로 폐쇄된 공간의 초록과 질병으로 격리되는 초록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괴물의 초록빛은 <7광구>(2011)에서 유사하

게 반복된다. <조작된 도시>(2017)의 경우에는 교도소 간수의 초

록이 공포를 유발한다. <친절한 금자씨>(2005)의 색채구성은 빨

강, 검정, 노랑, 파랑, 하양, 초록으로 이뤄진다. <올드보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빨강과 초록의 보색대비를 활용한다. 일

상의 평범한 금자에게 어울리는 초록이 복수를 상징하는 빨강으

로 대체되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

다.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금자의 노랑은 그러한 변화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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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학교, 비닐하우스 등 수감 이후 금자의 공간 배경에 배

치되는 초록은 빨간 눈화장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녀의 

응징을 필연적이게 만든다. 초록 배경의 팜므파탈 살로메로 대표

되는 상징주의 미술과 비교할 때, 금자의 빨강은 치명적 매력이

며 배경의 초록은 공포이다.

<이끼>(2010)는 제목에서 자연의 초록을 연상시킨다. 이 영

화는 채도와 명도 차이에 따라 색상의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는 

초록을 보여준다. 박검사(유준상 분)의 말처럼, 마을사람들은 바

위에 붙은 이끼처럼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끼처럼, 이장, 

경찰, 의사, 시장상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유기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어있다. 영화는 이장(정재영 분)을 주목해서 선한 결말에 

이를 것으로 진행되지만, 마지막 영지(유선 분)의 반전에서 이끼

처럼 결박된 한국사회를 비유한다. 밝고 선명한 일상의 초록이 

평화스럽지만, 빛을 잃으면 공포와 압제로 다가온다. 이끼의 초

록은 색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화적 의미를 창출한다. 

음습한 이끼의 초록은 한국사회에서 가부장 중심의 헤게모니 작

동 방식을 비유한다. 영화에서 영지의 여성성이 공모된 권력의 

억압을 해체시킬 것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위계화를 지속

시킬 뿐 오히려 매혹과 공포의 양가적 감정을 갖게 한다. 지배 

권력의 통제에서 비롯된 외부인 박해일의 균열을 위한 개입은 생

태주의 여성성은 거세되고 상징적 남성성이 자리 잡는다. 여성성

과 동일시되는 자연의 초록은 빛을 받지 못하는 음습한 공간에서 

새로운 권력관계를 예고한다.

물질의 표면은 색채를 발현시키고, 색채는 시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색채는 물질성에 기반하면서 공간 층위에 따라 다양하

게 변화하는 다층적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직관적인 색채

의 물질성은 의미의 독자성을 가지며, 시공간을 상징화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색채는 시공간을 확장시키며, 색채의 상징

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은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순

환한다. 또한 색채는 순환 체계의 반복에 머물지 않으며,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공간을 창출한다. 영화의 상호매체성



414

처럼, 물질로서의 색채는 의미의 잠재성과 무한성을 내포한다. 

정지되지 않은 매체의 특성상 영화색채는 변화무쌍한 시공간을 

구성하는 수행적 과정에 있다. 물질성과 함께 색채의 수행성은 

표현되는 보기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다. 보기의 현상과 의미의 

기호 사이에서 색채가 지각되고 새로운 시공간이 창출된다. 영화

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색채 현상과 감각은 고정되지 않고 일시

적이다. 색채와 소리의 관계에서 파생된 공감각은 상호매체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색채의 공감각은 매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경계를 지우기 때문에, 색채 지각은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한다. 

V. 환영과 미적 경험

영화색채는 환영의 생산 과정에 감각적으로 기능한다. 지각 

현상인 색채의 예술적 환영은 미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색채 현

시의 물질성, 즉각성, 무한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적 경험은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이며, 미적 의미로 나아간다. 색채를 통한 

정서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감각 경험은 물질 자체 뿐 아니라 정

신과 밀접하다. 예술적 환영으로서의 영화색채는 곧 물질인 동시

에 감각이며, 정신이다. 특히 영화의 초록은 정신과 환영에 연계

된다. 보색인 빨강과 대비될 때 초록은 분열과 혼돈이며, 기능적

으로는 빨강이 명확하고 초록은 모호하다. 색상환(먼셀표색계)에

서 초록은 빨강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보색관계를 이룬다. 빛에 

있어 초록과 빨강이 합쳐지면 무색의 흰빛이 된다. 빨간 사각형

을 보다가 시선을 밝은 평면으로 돌리면, 초록 사각형이 나타난

다.22) <초록물고기>는 막동이(한석규 분)의 가족 이야기로 그의 

현실과 이상을 보여준다. 살인과 잔혹의 빨간피가 공중전화 부스

에서 죽어가는 막동의 피눈물로 선명하다. 초록물고기가 욕망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초록은 상실에 대한 성찰이다. 결

22) Margarete Bruns (1997). 위의 책.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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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 큰나무집 식당에서 카메라는 느티나무와 기와의 초록을 느

리게 관조한다. 막동이를 비추는 나이트클럽의 빨강과 일산이라

는 공간의 초록을 대비시키고,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혼돈은 한

국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농촌과 도시화가 공존하며, 나고 

드는 이주자들의 공간인 일산이 초록이다. 현실과 꿈, 환상 등의 

교차점에서 초록은 명확하지 않고 혼돈스럽다. 초록은 사랑, 쾌

락과 혼돈, 일상, 평범이며, 물, 공기, 정신, 에머랄드의 신비한 

빛, 예수의 피를 담은 성배이다.23)

<말아톤>(2005)은 자페인 초원(조승우 분)이의 마라톤 도전

기이다. 초록의 잔디밭에 누운 초원이를 통해 순수한 나무 같은 

영화임을 강조한다. 싱그러운 초록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연상시

키며, 평화, 안전, 중립을 표현한다. 초록은 무지개색의 네 번째

에 가장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다. 시각적으로도 가장 편안한 색

이 초록이다. 이 영화에서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의 정신이 초록

이다. 무지개의 일곱 색깔이 있다면, <써니>(2011)에서는 칠공주

가 있다. 나미(심은경 분)가 손목에 찬 초록 스카프는 그 시절 

눈부신 우정의 찬란한 순간이다. 이 영화는 스카프, 머리띠 등 

원색 복고풍의 무지개색 의상과 소품을 활용한다. 칠공주의 갈등

이 절정에 이르는 학교 축제 당일의 학교 식당 장면에서 나미의 

초록 스카프가 강조된다. 한국사회에서 중년이 된 그들에게 초록

의 표상은 마지막 순수함을 의미한다. 초록은 다툼의 공간에서 

순수와 광기의 경계에 있고, 삶의 시간에서는 연대기의 전환을 

가리킨다. 초록은 젊은 날의 회고록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는 들개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져 

동네 바보로 살아가는 남파 간첩 원류환(김수현 분)의 초록 츄리

닝을 전면에 내세운다. 빨강도 파랑도 노랑도 아닌 초록은 평화

와 중립이다. 또한 영화가 의도한 꽃미남 간첩에 적합한 색이 초

록이다. 대립을 넘은 중도로 묘사되는 바보는 인간 생태계에서 

어느 쪽으로도 적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연 생태계에서

23) 같은 책.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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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록은 극단의 개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존재의 가치를 지

속시킨다. <곡성>(2016)의 색은 악마의 빨간 눈이다. 동굴 속 악

마와 신부의 대화 장면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현실과 

가상의 모호한 경계는 외지인(쿠니무라 준)과 일광(황정민)의 카

메라로 표상된다. 꿈같은 실재인 영화 그 자체가 된다. 스크린에 

재현되는 모호한 경계는 초록이며, 이를 표상하는 인물이 무명

(천우희 분)이다. 그녀는 초록야상을 걸치거나 눈이 초록으로 변

하기도 한다. 마을의 수호신이자 선한 존재로서 무명은 광기와 

이성 사이에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유사한 관념의 전

통색 가운데 무속과 단청의 초록이 있다. 

<검은 사제들>(2015)의 구마의식에는 일련의 소도구, 십자

가, 성경, 사제 목에 걸치는 천, 성수, 소금 등이 사용된다. 최

부제(강동원 분)와 돼지의 관계에서는 검게 변한 돼지의 눈이 빨

강이다. 이를 감싼 천은 초록이다. 가톨릭 제례에는 빨강, 보라, 

초록, 하양이 사용된다. 서구의 기독교회화에서 초록은 성령과 

사도를 표현한다. <아가씨>의 서재 장면에서는 코우즈키(조진웅 

분)의 욕망과 질투가 초록이다. 이성과 음란의 경계이기도 하다. 

<블레이드3>에서 뱀파이어와 드라큘라의 초록은 선과 악의 경계

의 초록이다. <장화홍련>(2003)의 미장센은 초록과 빨강을 주조

색으로 배치한다. 초록은 공포영화의 시각을 불안하게 조성하는 

기능을 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극대화한다. 인간에게 비인간적인 

초록 피부는 공포이다. 초록, 빨강, 하양의 배색은 <아르놀피니

의 결혼>(얀 반 에이크, 1434)에서 냉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기원한다. 이 영화의 타이틀 장면에서는 초록 바탕에 빨강이 핏

빛처럼 번진다. 색상대비는 초록 벽지 배경에 빨간 가구, 초록 

가구 배경에 인물의 빨간 옷 등으로 지속된다. 수미의 방은 빨강

으로, 동생 수연의 방은 초록으로 배색하여 인물의 관계를 대비

시킨다. 영화에서 수연은 수미의 환영이다. 초록이 환영의 이미

지를 대신한다. 

<초록물고기>의 초록에 이은 <밀양>(2007)에서의 초록은 자

연광에서 비롯된다. 숨겨진 햇빛이라는 의미의 시크릿 션샤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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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밝은 초록빛이 자연의 일부로 스며든다. <은교>(2012)에서는 

젊음과 노년의 강렬한 대비가 색채를 통해 시각화된다. 회색빛의 

서재와 은교의 초록숲이 대비된다. 이적요(박해일 분)의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노년의 초록과 소녀의 초록은 다르다. 사막

에서의 초록은 생명이면서 남성성이다. 빨간 열매를 맺기 전의 

초록은 젊음과 미성숙이다. 자연이 그렇다. <은교>의 시각은 빨

강과 초록을 대비시킨다. ‘위대한 시인의 세계를 동경한 싱그러

운 관능의 열일곱 소녀 은교’의 질투와 매혹이 초록이다. <싸이

보그지만 괜찮아>(2006)는 초록 배경에 하양의 인물을 전면에 배

치하여 젊음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 영화의 마지막이 무지개

의 총천연색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영화는 무지개의 모든 색을 

활용한다. 영군(임수정 분)의 파란 머리와 손목띠의 파랑은 정신

적 아픔을 보여주고, 빨강은 영군의 과거 회상 장면과 엄마의 의

상에서 상처와 억압을 표현한다. 빨강, 파랑과 함께 보라, 분홍, 

노랑, 연두색, 하양 등이 색상 고유의 인상을 드러낸다. 병원 내

의 소품들, 병실, 초원 등으로 배색된 초록은 젊은 인물들의 순

수함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역으로 초록은 영화의 인트로에서 보

여지는 것처럼 싸이보그라는 기계문명에 관한 거부이기도 하다. 

공포장르 <해빙>(2017)의 정육점 장면에서는 시뻘건 고깃덩어리

와 초록의 배경이 대비된다. 조명을 받은 어둡고 탁한 초록은 아

름다운 자연에 반대되는 낯설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

두운 실내의 검정과 결합된 초록은 생명을 파괴로 전환시킨다.

VI. 결론 

색채의 본질을 고민할 때, 초록은 식물 그 자체에 정착된 이

미지이기도 하며, 태양에 의해 빛나는 색이기도 하다. 물리학은 

태양과 달의 상관관계에서 식물의 초록을 설명하고자 하며, 예술

사는 식물의 초록이 캔버스에 표현되는 방법을 고민한다. 영화는 

매체 고유의 카메라나 컴퓨터를 활용해 사실적인 초록을 재현하



418

고자 한다. 색채의 본질을 탐구하는 많은 색채이론가들은 뉴턴에

서 시작된 기계적이고 환원적인 과학적 색채학을 신뢰하지 않으

며, 심리학과 미학에서 구축된 전혀 다른 탐구의 길을 모색한다. 

뉴턴을 반대했던 괴테처럼, 그들은 인간 주체와 색채 객체라는 

도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아와 색채의 관계에 관한 내적 근거

에 천착한다.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색채 현상이 여전히 무

한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색채 재현은 물리학과 예술학의 결합이

다. 영화색채는 이전의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을 넘어, 심지

어 육체와 정신의 영역 너머의 영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

다. 

생명과 물질이라는 범주에서 영화의 초록은 첫째, 자연과 문

명 간의 경계이며 기준을 제시한다. 그 예로, <초록물고기>, <녹

색의자>, <검사외전>, <설국열차>, <디워>, <추격자>, <악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와 같은 영화들이 있다. 둘째, 생명의 이

중적이고 양면적 특성을 활용한 영화들로 <국제시장>, <옥자>,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투동막골>, <포화 속으로>, <고지전>, 

<님은 먼 곳에>, <실미도>, <택시운전사> 등이 있다. 셋째, 초록

의 물질성, 공감각성, 즉각성, 무한성이 영화의 시공간을 구성하

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례로서, <올드보이>, <아가씨>, <판도

라>, <부산행>, <감기>, <조작된 도시>, <이끼> 등이 있다. 넷

째, 예술적 환영으로서의 초록이 정신과 감각을 자극하여 미적 

경험에 참여케 하는 영화들로, <말아톤>, <써니>, <은밀하게 위

대하게>, <곡성>, <검은 사제들>, <장화홍련>, <은교>, <싸이보

그지만 괜찮아>, <해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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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in Film Color: Life and Matter

Kim, Jong-Guk

When thinking about the essence of color, green is the 

image that is settled on the plant itself, and it is also the 

color shining by the sun. Physics tries to explain green of 

plants in the correlation of sun and moon, and the history of 

art contemplates how it is expressed on the canvas. The film 

attempts to represent a realistic green using camera or 

computer specific to the medium. Many color theorists who 

explore the essence of color do not trust the mechanical and 

reductive scientific colorism that began in Newton and seek a 

completely different way of exploring in psychology and 

aesthetics. Like Goethe, who opposed Newton, they do not 

distinguish the human as subject and the color as object, but 

focus on the internal ground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color. The representation of color in film is a 

combination of physics and art. Film color can be expanded 

to the spiritual dimension beyond the previous emotional and 

aesthetic, even beyond the physical and mental domains.

Key Word : Green, Life, Matter, Josef Albers, Korea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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