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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딸랑뜨 L’Atalante (1934)  

필모그라피 

• 감독: 장 비고 Jean Vigo 
• 각색, 대사: 장 비고 
             (시나리오: 장 기네) 
• 촬영: 보리스 카우프만 
• 촬영보조: 루이 베르제르,  
•               장-피에르 알펜 
• 음악: 모리스 조베르 
• 가사: 샤를르 골라불라트 
• 소품: 프란시스 주르단 
• 편집: 루이 샤방스 
• 음향: 루아네, 보자르 

• 대본: 자끌린 모를랑, 프레드 마테 
• 플로어 사진: 로제 빠리 
• 미셀 시몽 메이크업: 샤카투니 
• 제작: 자크-루이 누네즈 
• 배급: GFFA 사 
• 첫 상영: 1934년 4월 24일 
   <지나가는 거룻배 Le chaland 
      qui passe> 개봉: 1934년 9월 
• <라딸랑뜨> 개봉: 1940년 10월 
• 상영 시간: 1시간 25분 



이 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생각해 볼 문제 ~ 

1. Synopsis 써보기: 
 

2. ‘영상 언어’라 할 수 있는 장면은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영상 언어의 기능은 무엇인가? 

 
3. 이 영화의 리얼리즘적(현실 반영적) 요소는 어떤 장면, 
                        혹은 내용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4. 영화의 소재로서 “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영화 전체의 서사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5. 이 영화를 ‘시적 리얼리즘’ 영화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5. 이 영화의 주제 혹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주제/메시지를 간략히 설명하라. 

 
 



결혼식이 끝난 후 배로 이동하는 시퀀스 . 무엇을 말할까?  

롱테이크 시퀀스를 통하여 줄리엣이 살았던 마을[땅]의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 땅  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신부의 표정과 조용한 자세, 결혼 축하객들의 태도는? 왜 이렇게 묘사할까?  
새로운 운명 앞에 선 사람의 모습.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줄리엣.  




교차편집으로 제시되는 상판걷기, 하늘, 기도… 무엇을 표현하려고? 
다가올 결혼생활(운명)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 특히 기도 장면은 … 




카메라 앵글과 먹구름은 어디서 본듯한데… 
줄리엣을 떠나 보내는 줄리엣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다.  




새로운 운명을 맞은 신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미장센(카메라 앵글)에 의해 강조된 먹구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감독은 왜 신부의 부케를 물에 빠뜨릴까?  
줄리엣의 운명[땅 -> 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줄리엣의 운명임이 드러난다.  
강, 물이 가지는 상징성은? 작품 전체의 내러티브와의 관계는? 




배 위에서 생활하는 줄리엣의 권태. 
그런데 권태란 무엇일까? 이어지는 에피소드와 어떻게 연결될까? 




권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수반한다. 무엇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대도시 파리이다.  Zoom in에 이은 CU으로 강조 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안개는? 
줄리엣의 권태로운 내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권태는  
일하는 남자들의 일상과 대비된다. 안개(=권태)는 현실을 흐리게 한다. 




권태로운 줄리엣이 쥘 아저씨를 통해 만나는 이국 정취 




수문이 열린다. 배는 도시로 들어 가고… 줄리엣의 표정은 어떤 의미일까? 
호기심이 시작된다. 이 호기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일하는 남자들과 줄리엣의 호기심 어린 표정의 대비  교차 편집, 미디엄 CU 




배경은 미장센에 의해 고려된다. 호기심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할까? 
인물의 내면[심리, 정서, 사고 등]을 드러낸다. 그림, 강아지 등… 
흔히 이는 큰 문맥 속에서 독해 가능하다. Ex. 마네의 “ 올랭피아” 




마네, 올랭피아,1863 (130,5 x 190 cm)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Edouard_Manet_038.jpg


티치아노(1490-1576), 우르비노의 비너스(1538)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a/Tizian_102.jpg


주요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어떤 기능을 할까? 
질투하는 장. 단순한 에피소드이지만 전체 내러티브를 성립 가능하게 한다 




대도시 파리에 접근해 가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에 따라 파리는 어떻게 소개
되는가? 우선 매우 짧은 그러나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물 장수 자전거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상자가 열린다. 상자 속에는… 




도시의 카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줄리엣의 표정을 보라 




도시의 유혹과… 




… 장의 질투 : 특히 방물장수와 줄리엣이 춤추는 장면을 잘 보라.  
무엇이 그것을 드러내는가? 




특히 인물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교차편집, 외화면, 음향, 화면이동, 대사, 표정 등  
영상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동원되고 있다. 




혼자 몰래 파리로 떠난 줄리엣의 부재가 한 컷으로 표현되고, 장은 홀로 떠난다. 거리를 
배회하는 줄리엣과 장과 배가 교차편집으로 제시된다.줄리엣의 초조한 심리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부조화는 어떤 의미일까? 
초조함은 시계를 통해 표현된다. 돌아온 줄리엣이 강변에 작게 나타나는데 비해 넓은 강
의 이미지는 배가 떠나고 없음을 의미한다. 




도둑이 진정한 도둑으로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당시 사회상[리얼리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실업자 넘쳐나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도둑 개인에 관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감독은 “일자리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상을 그대
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 시적 리얼리즘의 현실 반영적 요소와 관련 있다. 
어려운 사회의 모습은 남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줄리엣이 한 낮의 거리에서 ‘거리의 여자’로 오해 받고 있다. 




망연자실한 장의 모습은 단순한 구성의 내러티브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서사구조의 전체성을 확보하는 조그만 단서로 연결된다. 




그 이유는? 
영화의 전반부에 제시된 양동이 물, 강물, 물의 모티브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제 물의 모티브는 확대된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 시퀀스에 동원된 영상[기포를 통한 흐린 화면, 느린 화면, 오버랩, 디졸브 등]
의 다양한 기법과 음악을 보라. 이것이 영상언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영상언어란 무엇인가? 대사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 어떻게?  
교차 편집을 통해 장과 줄리엣이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음을, 특히 떨어져 있어도 
둘은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다양한 영상기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영상언어는 현대 영화에서도 예술성을 확보하는 수단.  “형사”(이명세, 2005)에서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처음 만난 장면, 단순한 한 판 칼 싸움인가? 무엇인가?  
칼이 부딪히는 효과음, 타악에서 탱고로 바뀌는 배경음악, 분절된 테크노 프레임의  
리드미컬한 전환, 마주한 두 남녀를 가운데 둔 트래킹 씬, 하지원과 강동원의 교차되는  
얼굴표정, 숨소리, 달에까지 솟아 오르는 강동원의 절정… 감독은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사랑-섹스-를 칼 싸움이라는 은유의 영상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장이 뛰어가는, 도착한 장소는 바다이다. 이곳에서 장은 무엇을 찾는가?  
사랑[= 물]을 볼 수 있는 장소 [바다 = 물, 강(물)의 목적지] 




이 시퀀스를 통해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인물들의 시적 사랑은 어두운 사회상이라는 리얼리즘과 교차되고 있다.  
감독은 이들 사랑과 현실을 선명히 대비시키고 있다. 




호텔 이름은 ‘닻 호텔’이다.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감독은 이 장면을 틸 업과 틸 다운을 통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줄리엣이 마침내 정박지[닻 호텔]로 돌아 왔음을 의미한다.  
힘든 세상살이에서 서민들의 노래/일/사랑이 갖는 의의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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