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화 속 그곳

A Rainy Day in New York

레이니 데이 인 뉴욕
글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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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근교에서 대학을 다니는 젊은 커플은 부모

화가 그렇듯이 뉴욕이 배경이고 재즈가 흐른다. 이번엔

몰래 뉴욕 맨해튼에서의 환상적인 주말 여행을 계획한

아예 재즈를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 개츠비(티모시 살라

다. 근사한 호텔과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계획은 빈틈

메 분)가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도 부른다. 개츠비는

없이 짜여졌다. 이들의 꿈같은 여행은 계획대로 실행될

영화를 좋아하는 여자친구 애슐리(엘르 패닝 분)가 유

수 있을까.

명 영화감독을 인터뷰하러 뉴욕으로 가는 김에 애슐리

소설가 김영하는 ‘여행의 이유’에서 “대부분의 여행기

와 뉴욕에서 멋진 주말을 꿈꾸며 여행을 떠난다. 하지

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돼 있다. 계

만, 누구나 짐작하듯 계획은 번번이 빗나간다.

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애슐리가 인터뷰하러 간 사이 개츠비는 거리에서 우연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히 동창을 만나고, 옛 여친의 여동생인 챈(셀레나 고메

대로 많은 여행은 마치 여행기의 실패담을 쓰기 위해

즈 분)과도 조우한다. 여차여차 챈의 집까지 가게 된 개

존재하는 듯 수많은 어긋남과 시행착오로 점철된다.

츠비가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부르는 재즈 스

우디 앨런의 신작 ‘레이니 데이 인 뉴욕’(A Rainy Day in

탠더드가 바로 ‘에브리씽 해픈스 투 미’(Everything

New York)은 삶의 어긋남에 관한 영화다. 그의 많은 영

Happens To Me)다.

1 영화 ‘레이니 데이 인 뉴욕’(A
Rainy Day in New York)의
스틸컷. 여자친구 애슐리와 뉴욕
여행을 떠난 개츠비는 우연히 전
여친의 동생인 챈(왼쪽)을 만나게
된다.
2 비오는 날의 뉴욕. 택시에서
내리는 개츠비와 챈.
3 개츠비와 애슐리는 여행
이틀째, 우여곡절 끝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마차 투어를
하는데…

2

3
124 I

June 2020

www.yonhapimazine.com I 125

개츠비는 뉴욕에서 좌충우돌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그 선
택은 심사숙고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매우 즉흥적이
다. 하지만, 그 누가 개츠비의 선택을 진중함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인생의 많은 선택은 그렇게 수많은
순간, 즉흥적으로 이뤄진다. 찰나는 사랑에 빠지기에
도, 진실을 깨닫기에도, 진로를 결정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삶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즉흥적이다.
영화엔 그리니치 빌리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칼라일
호텔의 베델만스 바 등 뉴욕의 핫 스팟이 망라됐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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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엔딩 로케이션은 특별하
다. 개츠비가 찰나의 선택으로 찾아가게 되는 곳은 센
트럴파크에 있는 델라코트(Delacorte) 시계다. 출판업
자이자 자선가인 조지 T. 델라코트(1894∼1991)가 1965년
지어 헌납한 이 시계는 펭귄, 캥거루, 곰, 코끼리, 염소,
하마의 청동 조각상이 시계 하단을 장식하고 그 밑엔
아치형 통로가 있다. 30분에 한 번씩, 음악이 흘러나오
고 동물상이 올라앉은 원판이 회전한다. 뉴요커들로부
터 사랑받는 장소다.
영화에서 개츠비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로
시계탑을 선호한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어긋남과 불확실
성 속에서도 누군가와의 만남에서는 최소한 시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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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좌표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까.
사진 제공 : 그린나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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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약속을 잡으면 반드시 비가 내려요. 파티를 열려고 하면

다.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정체성은 버릴 수 없는 숙명이

윗집 남자가 불평하구요. 감기에 걸리거나 기차를 놓치거나, 내

그렇다. 거대한 목적과 이상, 형이상학에 대한 집착에서 잠시

인생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겐 별일이 다 생겨요.”

나마 벗어날 수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우디 앨런의 의붓딸 성추행 폭로와 반복되는 자기복제 논란

키스 재릿은 “어떤 곡을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 보기 전부터 실망을 예감해야 했던 영화지만, 개츠비가 가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해 내느냐가 중요할 뿐이다”라고 말했

냘픈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이 장면만큼은 ‘멋지다’라는 표현

다. 재즈는 결과의 음악이 아니라 과정의 음악이기도 하다.

이 아깝지 않다. 무엇보다 곡의 제목과 가사는 더없이 함축적

‘내겐 별일이 다 생겨요’야말로 재즈의 모토다. 재즈는 변주

이다. 영화의 줄거리와 맥을 같이할 뿐 아니라, 어찌 보면 85

와 즉흥 연주를 통해 끝없는 시도와 어긋남을 반복한다. 이

세 노감독의 추해진 말년에 대한 짧지만 극적인 변명처럼 들

속에서 ‘나’는 생성과 변화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지만,

린다. 우디 앨런은 어쩌면 이 장면에 영화는 물론, 그의 인생,

결코 ‘나’의 궤도를 이탈할 수는 없다. 나를 지키면서 동시에

철학, 그리고 재즈 애호의 엑기스를 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변화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자아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한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인간의 삶은 재즈를 많이도 닮았

것이기도 하다.

1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둘러보는 개츠비와 챈
2 어쩌다가 챈의 집까지 가게 된
개츠비는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에브리씽 해픈스 투
미’(Everything Happens To
Me)를 부른다.
3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델라코트(Delacorte) 시계
4 개츠비는 길에서 우연히
영화감독인 동창을 만나
엑스트라로 키스신을 찍게
되는데, 상대역이 마침 전 여친의
여동생인 챈이다.
5 개츠비의 여자친구 애슐리는
뉴욕에서 유명 영화감독을
인터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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