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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색채는 물질과 지각의 상호작용에 따라 기능하고 의미

를 발생시킨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신과 함께 Along with the Gods>(죄와 벌 2017, 인과 

연 2018)는 시각미학의 주도적 이미지로 검정을 내세워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기도 하면서, 상징코드로 의미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인물과 공간

의 주조색이 어두운 검정이며, 인과 연, 죄와 벌이라는 

인류역사의 보편적인 주제가 검정으로 시각화된다. 이는 

<신과 함께>의 원작인 웹툰에서도 검정 위주의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낱장의 프레임을 나열하는 웹

툰에서 그림의 선은 뚜렷하고 분명하며, 면을 채우는 색

은 원색의 물질성을 부각시킨다. 화학 성분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필름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디지털시각특

수효과에 의존하는 영화에서는 색채의 비물질성이 전경

화되고, 검정이 이미지의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매개한다.

  동양의 지옥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국적 효사상을 내세

우는 <신과 함께>는 죽음, 애도, 사후세계 등 검정의 동

양적 쓰임새를 활용한다. 한자의 흑(黑)은 검다 깜깜하다

의 뜻이며, 흑자의 아랫변은 불을 모방하고 윗변은 굴뚝

의 그을음이다(하용득, 172). 동양의 검정은 부정적인 활

용이 많다. 빛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검정은 

빛을 반사하지 않으며, 어두운 밤, 죽음, 죄악을 연상하

고, 신비로움이나 슬픔, 장례식의 상징으로 쓰인다(하용

득, 173). 한국의 전통색에서 검정을 뜻하는 흑색은 오방

정색이며, 오행 중 수에 해당하고, 방위는 북쪽을 가리키

며, 계절은 겨울에 해당한다. 음이 가장 왕성한 흑색의 

감성적 의미는 공포이며 지(知)를 뜻한다. 흑색은 조선시

대 의복에 많이 쓰였고, 먹, 숯 등에서 얻었다고 한다(이

재만, 202). 동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검정의 감

각적이고 정서적인 영향 또한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 

  괴테는 화학색이란 특정한 물체들에서 유발, 고정, 상

승시키고 다시 그 물체들로부터 떼어내어 다른 물체들에 

전이시킬 수 있는 내재적 속성을 가진 색이라고 규정한

다(Goethe, 178). 이어 물리색이란 특정한 물질적 매질

을 통해 생겨난 색이며, 매질 자체는 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며 완전 불투명할 수도 있다

(Goethe, 85). 화학색과 물리색을 지각하는 눈의 시각작

용에 관계된 색이 생리색이다(Goethe, 49). 괴테에게 이

들 색채현상의 원리는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에 보

편적으로 작용하는 양극성, 상승, 총체성이다(권오상, 

13). 양극성의 원리는 모든 색채현상을 밝음과 어둠의 양

극적 대립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 예로, 능동의 영역

에 속하는 색은 검정과 배열되면 에너지를 얻고, 수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에너지를 상실한다(Goethe, 264). 

또한 화학색 부분에서 괴테는 검정을 석탄 같은 불완전 

연소된 식물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Goethe, 181). 괴테는 생리적, 물리적, 화학적 색채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특성을 분류하고, 이 가운데 가

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생리적 특성으로 눈의 시각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색채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설명한다. 동시

에 흑과 백을 모든 색채현상의 본질로 이해하는 괴테의 

관점은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신과 함께>의 검정, 물질과 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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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글은 물질의 본질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색채론과 디지털이미지의 비물질적 특성으로서의 검정을 전제로, <신과 함께>

의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공간에 채워진 검정의 의미를 분석한다. 할리우드영화에서 검정은 악의 근원이며 

공포이다. 검정에 관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특성을 성찰하는 철학, 회화, 문학에서의 비유와 달리, 대중영화에서 검정은 가장 보

편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신과 함께>에서 검정은 저승의 공간과 차사라는 인물을 구성한다. 한국영

화에서 검정은 상상의 공간을 상징화하는 유용한 색이다. 이 글은 한국영화 <신과 함께>에 사용된 검정을 통해 동서양 색채문화

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의미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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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검정은 죽음, 공포, 애도, 슬픔, 고독, 암흑, 

악마, 상실, 부정, 신비 등을 상징한다. <신과 함께>는 

강림(하정우), 해원맥(주지훈), 덕춘(김향기) 삼차사와 귀

인 망자 김자홍(차태현)이 일곱 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

서 겪는 에피소드를 나열한다. 배경의 저승이라는 공간

이 검정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것은 영화의 그럴듯한 

시각화이다. 영화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자홍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로 시작된다. 죽

음을 고지하는 해원맥과 덕춘 차사가 검정 복장으로 등

장한다. 이때 검정은 망자에 대한 애도인 동시에 공포와 

신비이다. 저승의 공간이 어두운 검정이다. 에피소드별 

지옥 장면에서는 용암, 바다, 얼음 등의 자연적 소재가 

흑과 백의 대비를 이룬다. 대왕, 판관, 삼차사 같은 인물

의 검정은 엄격하며, 어두운 분위기의 공간과 함께 모든 

상황을 압도한다. 삼차사의 복장과 무기가 검정이며, 망

자들을 대면하는 엄격함과 영적 무게감을 표현한다. 자

홍과 저승차사 일행을 쫓는 지옥귀 무리의 기괴한 검정

이 공포를 강조한다. 원귀가 뒤집어 쓴 망토 또한 검정이

다. 조명을 활용한 어두운 장면으로 거짓 지옥에서는 군

인의 얼굴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빛을 약화시키면서 은

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화에서 하양을 표상하는 밝

음은 인물의 복장과 소품, 공간을 채우는 자연적 소재 등

의 검정과 대비된다. 단계별 지옥을 통과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자홍의 선행을 회상할 때 밝은 배경이 삽입되

고, 자홍이 어머니와 재회하거나 환생하는 장면이 밝고 

깨끗하다.

  크라카우어는 물리적인 현실을 파악하게 해주는 영화

를 영화적인 영화로 정의한다(김종국, 404-412). 그는 사

진과 유사한 영화의 특성으로 비무대성, 우연성, 무한성, 

비결정성, 생명의 흐름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실

사를 재현한 인물 중심의 물질성과 디지털시각특수효과

로 표현하는 공간의 비물질성을 총체적으로 융합한 <신

과 함께>는 크리카우어의 물리적 현실을 실현한다. 여러 

색상 가운데 검정이 (비)물질적인 물리적 현실을 시각적

으로 구현하며, 논의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특정한 의미

를 창출한다.

3. 검정의 물질성

  <신과 함께>의 공간 구성은 이승이 채색되고, 저승이 

흑과 백이다. 영화의 채색은 현실의 물질성을 부각시키

고, 흑백과의 대비를 통해 사실성을 강화시킨다. 특징적

인 것은 저승의 흑백 명암이 이승의 채색 공간을 창출한

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색채현상의 근원을 흑과 백의 혼

합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색채론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채색은 괴테의 화학색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화학색의 고유하고, 물질적이고, 영구적이고, 고정된 특

성(Goethe, 178)이 현실의 물질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 검정의 비물질성 

  현실 공간의 사실적 채색이 물질성에 기반한다면, 시

각특수효과의 디지털이미지는 비물질성에서 영화의 사진

적 특성을 확장시킨다. 크라카우어의 다섯 가지 특성 가

운데에서도 생명의 흐름을 구현하는 저승의 디지털이미

지는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물리적 현실을 실체화한다. 

검정에서 시작되는 흑백의 앙상블은 궁극적으로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지각과 상호작용한다. 필름의 물질성과 

디지털의 비물질성을 매개하고 통합하는 시각장치로서 

검정이 최초로 지각되는 기본색이 된다. 

5. 결론

  첫째, <신과 함께>의 인물과 공간이 검정이며, 검정은 

다른 색상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기능을 하며, (비)물질과 

지각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발생시

킨다. 전통과 관습의 차원에서 검정은 죽음과 관련되며, 

시각미학의 영역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 공간

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둘째, <신과 함께>에서 검정의 

기능과 본질적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에 기반한 

색채론을 인용할 수 있다. 그는 세계의 모든 색을 흑과 

백의 혼합으로 가능하다고 이해한다. 나아가 괴테는 색

채현상의 (비)물질성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구분

하며, 그 원리로 명과 암의 양극성을 제시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신과 함께>의 공간은 태초에 빛이 있기 전, 

아무도 본 적 없는 검은 세계를 창조한다. 셋째, <신과 

함께>에서 디지털시각특수효과의 색채는 괴테의 물리적 

특성의 범주에 포함된다. 명료하고, 유동적이고, 임시적

이고, 상상적이고, 허구적이인 특성을 갖는 물리색

(Goethe, 85)의 검정은 <신과 함께>에서 전통과 관습의 

상징 표현에서 나아가 디지털이미지의 비물질성이라는 

관념을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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