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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TV 드라마에서 화면은 문학적 이미지를 촬영을 통해 

시각언어로 전환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이에 연구자는 

TV 드라마에서의 화면구도가 시청자의 미적 감각에 끼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드라마의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화면구도는 영화와 TV 등에서의 배치와 구조를 의미

한다. 영화와 TV에서는 의도한 주제와 미적 효과를 표현

하기 위해 촬영 대상의 모양, 선, 명암, 색채, 질감, 입체

감 등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관계를 고려한다. 이때 화면

구도는 영화와 TV에서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적인 단위

가 된다. “주체가 뛰어나고 의도가 명확하며 형식적인 미

적 감각을 갖는 것이 촬영 구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다.”[1]

  화면구도를 TV 드라마에 적용하는 것은 사진에서의 

구도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사진과 달리 TV드라마에

서 화면은 작품의 끝이 아니며, 마치 글처럼 다음 장면과 

연결되어야 한다. “영상 구도는 몽타주를 고려해야한다. 

텔레비전 화면과 사진은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

다.”[2]

Ⅲ. 사례분석

▶▶ 그림 1. <후궁견환전(甄嬛傳)> 

  그림 1은 2011년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8년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TV 드라마 ‘후궁견환전(甄嬛傳)’이다. 여

기에는 의미있는 화면구도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투시

를 보여주는 화면구도는 원근의 계층 관계를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미감과 서사적 목적을 전달한다.”[3]      

  여기에서 화면구도는 첫째, 상호간의 대립을 표현한

다. 황후와 후궁의 지위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

째, 색상을 통해 힘의 영역을 보여준다. 황후와 관련된 

색을 넓게 배치함으로써,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파란색 색조는 드라마 속에서 ‘고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황후를 표현하는 차가운 색은 황후의 성격를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궁녀는 따뜻한 색을 통해 황

후와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Ⅳ. 결론

  TV 드라마에서의 화면구성은 드라마 창작에서 주요한 

통로이다. “드라마에서의 화면구도는 미적 요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카메라 각도, 빛, 색조 등은 화

면의 구도뿐만 아니라 의미의 전달에 기여한다.”[4] 연구

자들 ‘후궁견환전(甄嬛傳)’을 비롯한 TV 드라마에서의 화

면구도를 연구, 분석하여 드라마의 제작과 해석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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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TV 드라마에서 화면구도는 연출의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경로이다. 공간의 배치에 따라 시청자가 이를 인지, 해석, 수

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화면구도를 분석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향후의 TV 드라마 제작과 해독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면구도로 연구를 진행하여 미학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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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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