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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건축학과교수

설국열차 꼬리칸사는최하층

문부수고나가는장면은혁명

기생충선차도가Y축기준점 0

주인공반지하집은 -0.5 공간

권력자일수록높고큰곳차지

영화는시공간의예술이다. 공간안에서일어

나는사건들을카메라로찍어서시간의흐름에따

라관객에게보여주는매체다.따라서영화속공

간은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영화에서감독은생각을공간적으로표현한

다.그런면에서건축가가하는건축설계와감독이

하는세트디자인은기본적으로같다.

감독중에는공간을통해서주제전달을잘하는

사람이있는데,대표적인물이봉준호감독이다.사

회학과출신답게봉준호감독의영화는주로계급

간의갈등을주요소재로삼고있다.그중대표작은

설국열차와 기생충이다.두영화모두계급의차

이를공간적으로설명하고있다.계급의차등을설

국열차는가로방향인X축의공간으로기생충은세

로방향인Y축의공간으로보여준다.

건축설계와영화감독세트는비슷

영화설국열차속공간은맨뒤의꼬리칸부터맨

앞의엔진이있는머리칸까지계급이나누어져있

다. 가장밑바닥계층은꼬리칸에거주하고,가장

높은계층은머리칸에거주한다.객차와객차사이

의 이동을 막는 문은계층간이동사다리가막혀

있음을나타낸다.

영화설국열차는꼬리칸에서혁명을일으킨주

인공이문을부수면서점점높은객차로올라가는

것이주요스토리다. 객차사이를막고있는모든

문을부순후영화의마지막에객차에서외부로나

가는 문을 부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계급타파의

혁명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고, 진정한혁명

은닫히고막힌객차라는근본적인껍질을깨야한

다는것을공간적으로보여준다.영화에서기차의

문을폭파하고나오는모습은병아리가달걀껍질

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는 것과도

같다.

기차는서있으면어디가꼬리칸이고어디가머

리칸인지알수없다. 기차가달리기시작하는순

간앞뒤가구분되면서수평의공간에계급의위계

가만들어진다.봉감독은설국열차에서X축선상

에가로로놓인기차라는공간을통해계층의존재

를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면, 영화기생충에서는

공간의계층을수직적으로보여주고있다.

수학그래프를보면Y축의중간에 0 이있고위

는 양수 , 아래는 음수가있다.우리일상의공간

에서 Y축의 기준점인 0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

까?땅,즉지면이다. 자동차가다니는차도가위치

한지면이기준점0이고,차도보다 18㎝높은인도

가가장낮은값을가지는양의공간이다. 도시공간

은차도보다 18㎝높은곳에인도를위치시킴으로

써사람이자동차보다더높은위상의존재라는것

을보여준다. 인도는인간의존엄을보여주는최

소한의장치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뒷골목은 인간이

존중받지못하는공간이다.영화기생충에서가난

한 주인공이 사는 집은 그런 골목길에 접해 있다.

영화의첫장면에서카메라는주인공이사는반지

하집의창문을보여준다.창문밖풍경으로자동차

가오른쪽에서왼쪽으로지나간다. 자동차를보여

주었던카메라는아래로내려간다.그리고집이나

타난다. 주인공의집이기준점인 0보다낮다는것

을보여주는장면이다.

기준점도로보다조금높은곳이인도라면반지

하는기준보다반층밑의공간이다. 반지하집은숫

자로 나타낸다면 -0.5 의 공간이다. 주인공이 반

지하집을나와서지면에있는도로에가려면몇개

의계단을올라가야한다. 주인공이사는집의공간

을통해서그가사회에서기준보다도낮고자동차

보다도 낮은 계층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영화 첫

장면에서보여주는카메라움직임은영화의맨마

지막에똑같이반복된다. 주인공처지가하나도바

뀌지않았음을보여주는수미상관의장치다.

펜트하우스와옥탑방의차이는?

건축에서권력자는높은곳에서내려다보는시점

을가진다.그래서부잣집은언덕에위치한다.서울

성북동,한남동, 평창동이그런곳이다.영화속부

잣집도높은언덕에위치한다.회장님방은최상층

에있고, 꼭대기에위치한펜트하우스가가장비싼

이유다. 그런데옥탑방은높은곳에서내려다보는

시점인데도가격이싸다.

그이유는무엇일까? 펜트하우스는엘리베이터

를타고올라가지만,옥탑방은걸어서올라가야하

기때문이다.어느시대나에너지를많이사용하여

육체노동을줄이는사람이권력자다. 가난한주인

공집식구들과가정부는높은언덕위의집을오갈

때골목길을걸어서다닌다. 반면사모님,사장님,

주인집의친구들은모두차를타고이동한다.

건축에서높이를조절하는것은기단이다. 권력

자일수록기단이높다.조선시대건축법규상왕족

은돌을 3단까지쌓을수있는높이의기단을만들

었고양반은 2단까지만만들수있었고, 일반인은

작은주춧돌만사용했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기단이 중요한 이유는 연간

1300㎜가 넘는 많은 강수량 때문이다.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가 되고 나무로 만든 집이 피해를 본

다. 높은돌로만든기단은비의피해를줄여준다.

부자는기단위에집을짓고,가난한사람의집에는

기단이없다.

영화기생충속가난한주인공집은땅에반쯤잠

긴 반지하집이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공간이

다. 영화에서폭우가내리는클라이맥스장면에서

반지하집은물에잠겼다. 반면부자동네는경사진

언덕에 위치해서 빗물이 아래로 흘러나가 문제가

되지않았다.그런이유에서풍수지리에서는배수

가잘되는배산임수를선호한다.영화속에서폭우

가내리는장면에서가난한주인공가족은물과함

께한참동안계단을내려가는장면이있다.그러한

수직적움직임을통해서권력의위계를공간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권력이많은사람일수록더큰체적의공간을점

유한다. 주인공인가난한집아들이처음으로가정

교사를하기위해부잣집을찾아가는장면이나온

다. 이때반지하집이위치한좁은골목길에서시

작해서부잣집의넓은골목길로장면이바뀌는것

을보여준다. 주인공남자가부잣집골목을걸을

때에는상대적으로작아보인다.같은크기의사람

을 기준점으로 두 개의 다른 동네 골목길 공간의

스케일을대비해서보여주는것이다.골목길공간

크기의차이를보여줌으로써부와권력의차등을

보여준다. 가난한동네골목길의집은골목을향해

서창문이많이나있다.빛을받을수있는빈공간

이공공의길밖에없기때문이다. 반면,부자동네

의골목은축대가벽처럼서있고가끔씩대문이있

을뿐이다.

부잣집의창문은볕이잘드는자기집마당을향

해나있기때문이다.빛과바람과공간의빈부차를

서로다른골목길의풍경으로보여준다.

겹겹벽으로만드는권력의위계

접근을어렵게만드는건축장치는권력을만든

다. 인류최초의건축물은괴베클리테페라는종교

공간이다. 이 공간은 단순하게 둥그런 벽을 두 겹

쌓은공간이다.벽으로안쪽공간을가리고들어가

기어렵게함으로써안쪽공간은성스러운권력자

의공간이된다.같은원리로회장님방은비서실을

거쳐야들어갈수있다. 높은사람의명함에는핸드

폰 번호가 없다. 직접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클럽에서는문지기를세워놓고아무나안으로

못들어가게막는다.

이모든것들은경계너머의공간에권력을부여

하기위한장치다.

영화기생충에서주인공남자가골목길로부터시

작해서뒷마당에있는부잣집사모님을만나기위

해서는다섯단계의건축장치를통과해야했다. 1.

대문인터폰, 2. 대문통과후마당까지계단을오

름, 3. 가정부가현관문을열어줌, 4.거실, 5.뒤마

당으로나가는현관문이렇게 5단계다.그만큼주

인공과사모님은계급의차이가있음을수평/수직

적인공간의레이어로보여준다.

영화 기생충에는 이 밖에도 미디어와 자연으로

보여주는계급,의자로보여주는계급등영화곳곳

에공간구조를통해서사회적계급을느끼게해주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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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건축 영화속공간의비밀

공간도계급차? 설국열차는수평 기생충은수직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