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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린다 J. 카우길은 아크플롯(arch-plot)에서 하나의 목표

를 추구하는 한 사람의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선형의 시간이 플롯이 된다고 했다. 이를 

선형적인 플롯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인공이 어떤 순차

적 과정으로 목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효과적

이다. 반면, 주인공이 다수인 다중플롯에서는 비선형적인 

플롯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이야

기를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비선형적인 플롯은 시간에 

종속적인 선형적 플롯과 달리 극적인 시간을 재해석하고, 

사건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킴으로써 복잡한 플롯을 

발전시키고, 캐릭터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가 쿠

엔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이다. 그러나 <펄프픽션>은 

비선형적인 플롯팅 방식에 앞서, 전통적 3막 구조를 선행 

구축하고 있다. 이에 <펄프픽션>의 전통적인 3막 구조를 

제시하고, 이것이 비선형적인 플롯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펄프픽션>의 3막 구조

  <펄프픽션>은 줄스, 빈센트, 부치라는 인물의 에피소

드가 얽혀있다. 이들은 모두 마르셀러스라는 보스의 밑

에서 일하는 갱스터들이며 LA에서 겪는 며칠 간의 사건

으로 삶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펄프픽션>의 

내러티브를 전통적인 3막 구조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대표 사건 비트(beat)들이 성립된다

1. 줄스와 빈센트는 미아와의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줄스와 빈센트는 아파트에서 가방을 빼고 브렛을 사살한다.

3. 줄스는 기적을 경험하고 빈센트는 마빈을 실수로 죽인다.

4. 줄스와 빈센트는 지미와 울프의 도움으로 시체를 처리한다.

5. 펌킨과 허니버니는 강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6. 줄스는 강도짓을 하는 펌킨을 제압하고 레스토랑을 나선다.

7. 부치는 권투 시합을 일부러 지고, 마르셀러스에게서 

돈을 받는다.

8. 빈센트는 마약을 구매하고 미아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간다.

9. 빈센트와 춤 춘 후 미아가 마약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는다.

10. 빈센트는 마약상에게서 미아를 살리고 함께 귀가한다.

11. 금시계 꿈을 꾼 부치가 경기에서 이기고 도망간다.

12. 금시계를 찾으러 갔다 빈센트를 사살하고 마르셀러스와 

만난다.

13. 전당포 지하실에서 고문당하다 마르셀러스를 구출한다.

  전통적인 3막 구조 내에서 비트가 나열된 <펄프픽션>

은 시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는 

비트와 비트 사이의 인과성이 약하고, 사건의 강렬함도 

떨어지게 하는 약점을 발생시킨다.

2. <펄프픽션>의 비선형적인 다중 플롯 구성

  전통적인 3막 구조로 구성된 <펄프픽션>의 약점을 보

완하기 위해, 대표 사건 비트의 위치에 변화를 주는 비선

형적 플롯으로 설계되었다.

얼터너티브 영화의 비선형적인 플롯 구축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픽션을 중심으로-
Nonlinear plot building for alternative movies

-Focused on Quintin Tarantino's Pulp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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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영화에서 비선형적 플롯의 대표작인 <펄프픽션>은 전통적인 3막 구조 내에서는 평이할 수 있는 사건을 비선형적 플롯팅 설계를 

통해, 극적 사건으로 변화시키고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펄프픽션>의 플롯팅은 보다 입체적인 사건 설계를 위한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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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에피소드 내용
시
간

순
서

1막

줄스3막
펌킨과 허니버니는 강도 계획을 
세운다

5 5

빈센트1막
줄수와 빈센트는 발 마사지, 미
아와의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14 1

줄스1막
줄스와 빈센트는 아파트에서 가
방을 빼앗고 브렛을 사살한다

21 2

부치1막
부치는 경기를 지기로 하고 마
르셀러스에게서 돈을 받는다

26 7

2막
전반

빈센트1막
빈센트는 마약을 구매하고 미아
를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간다

43 8

빈센트2막
빈센트와 춤을 춘 후 미아가 마
약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는다

54 9

빈센트3막
빈센트는 마약상에게 데려가 미
아를 살리고 함께 귀가한다

62 10

2막
후반

부치1막
금시계 꿈을 꾼 부치가 경기에
서 이기고 도망간다

70 11

부치2막
금시계를 찾으러 갔다 빈센트를 
사살하고 마르셀러스와 만난다

97 12

부치3막
전당포 지하실에 잡혀가 고문당
하고 마르셀러스를 구출한다

112 13

3막

줄스1막
줄스는 기적을 경험하고 빈센트
는 마빈을 실수로 죽인다

117 3

줄스2막
줄스와 빈센트는 지미와 울프의 
도움으로 시체를 처리한다

133 4

줄스3막
줄스는 강도짓을 하는 펌킨을 
제압하고 레스토랑을 나선다

150 6

  비선형적인 영화의 사건에 개입된 시간은 관객의 예상

을 벗어나 과거와 현재의 이동을 통해 의도적인 파편화

가 일어난다. 비선형적 플롯으로 구축된 <펄프픽션>의 1

막에서는 전통적인 3막 구성에서 5번 위치에 있던 줄스 

3막을 위치시켜, 극적인 호기심을 강조하며 영화를 시작

한다. 또한, 전통적인 3막 구성에서 7번에 위치해 있던 

부치의 1막을 위치시켜, 관객들에게 잠재적인 호기심을 

심어두고 있다. 2막의 전반부에서는 빈센트의 1,2,3막을 

위치시켜 빈센트의 캐릭터가 발생시키는 사건을 강력하

게 부각시키고, 2막의 후반부에서는 1막 마지막에 등장

하는 부치의 사건 직후의 사건을 등장시킨 뒤, 부치의 

1,2,막을 진행시킨다. 즉, 2막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빈센

트와 부치의 3막을 진행시키는 겹3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선형적 플롯의 3막에서는 줄스의 3막을 순차적

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 줄스의 3막과 교차된 전통적인 

3막 구조의 1막 도입부 직후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펄프

픽션>의 시작과 끝이 무한루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3. 비선형적 플롯 구축을 위한 극적 통일성

  비선형적인 플롯의 장점은 첫째, 목표지향적인 선형 

구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복잡한 플롯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선형적인 플롯은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캐릭터나 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관점으로 플롯을 구성하면, 캐릭터의 동기를 더 심도 있

게 탐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선형적인 플롯은 캐릭

터와 상황에 대한 여러 겹의 묘사를 통해 주제와 의미를 

강화해줄 수 있다.

  비선형적인 플롯은 구체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다양한 

시간 세그먼트(segment)들 간의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명

료성을 성취한다. 시간의 해석이 중요해지며, 장면이 각 

정보의 단위나 세그먼트가 전후의 것들과 연결되어야 한

다. 이에 비선형적인 플롯은 특별한 주제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들이 다양해지고 시퀀스에서 

이탈할수록 다양한 세그먼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주제

는 부각된다. 비선형적인 영화의 초점이 캐릭터의 탐구

일 경우, 주제는 주인공 내면의 필요나 정서적 상태와 관

련이 있다. 순서를 파기한 시퀀스 구성은 캐릭터의 액션

과 필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도 계획

된 액션을 통해 보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지속적

인 현재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행동은 플롯에 연속성

을 부여하고 이야기가 벌어지는 정황을 확립한다. 이야

기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의 에

피소드들을 인터컷(inter-cut)을 통해 정상적인(연속적인) 

시간을 파괴하더라도, 틀을 구성하는 액션은 관객이 자

신들을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플롯의 발전 속에서 통일

된 흐름을 생산한다. 영화가 다시 현재의 과제로 컷백

(cut bact)할 때마다, 관객은 그 과제와 플롯에 관련해 자

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한다.

Ⅲ. 결론

  <펄프픽션>은 기존 형식을 해체한 새로운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중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3막 구조를 그

대로 이어가고 있고 전통적인 인과성 법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선형적인 플롯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3막 구조를 선행 구축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주인공

이 이끌어가는 다중플롯은 3막 구조 내에 인물들의 작은 

3막 구조가 배치되어, 겹 3막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펄프픽션>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비선형적인 플롯의 매력은 비선형적인 사건에 개입

된 시간을 경험하는 관객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불편과 불만 없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볼 수 있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선형적인 플롯을 짜는 

창작자는 철저히 관객을 위해 사건에 시간의 설계가 선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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