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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

찰한다. 현대사회의 사랑에 대한 서구 담론들은 후기자본주의 및 신자유

주의라는 경제적 구조의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이 가시화되기 시작

하면서 세대론적 관점에서의 친밀성 문제 또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처

럼 사랑과 친밀성의 영역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논의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더욱이 연애란 사랑과는 다른, 보다 실천적 개념으로 한국 사회의 특

수적 맥락을 고려해서 관찰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

는 구조적 빈곤은 ‘88만원 세대’, ‘N포 세대’라는 명칭으로 요약된다. 이

로 인해 연애주체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 사회의 연애 담론은 그들을 연애불가능 세대라고 호명하기에 이른

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연애와 성(性)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연애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일종의 연애정상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연애

불가능 담론과 연애정상화 담론 사이의 모순된 구조로부터 시작한다.

연애는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자유

로운 개인’이 생겨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는 서사로서의 ‘낭만적 사랑’ 관념이 이상화되었다. 그러

나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은 자본주의 구조 하에 자유로

운 노동력으로 호명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일대기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되면서 친밀성 영역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낭만적 사랑의 영원성과 고귀성을 탈각한 ‘합류적 사랑’이 신자

유주의 사회의 이상적 연애관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해체되고 합류적 사랑이 이상화되는 가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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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한국의 연애하기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이를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재현에 주목한다. 로맨틱 코미디란

멜로드라마와는 달리 연애를 개인 주체의 즐거운 실천으로 서사화하는

장르이며, 코미디라는 장르적 장치는 현실의 모순을 환기시키거나 개인

의 욕망을 드러나게 해준다.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는 희극 영화에 뿌리

를 두면서 하이틴영화, 청춘영화 등을 거치며 특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각 시대의 영화는 서로 다른 재현 관습을 통해 그 시대의 연애에

대한 의미를 농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의 플롯, 캐릭터, 관습을 분석해봄으로써 한국에서 연애가 어떠한 변화를

거치며 실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현 방식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결합을 통한 해피엔딩이

결여된 채 갈등과 이별을 반복하는 플롯이 발견되는가 하면, 오랜 기간

로맨스 영역에서 제외되었던 가족의 존재가 플롯상에 재소환되기도 한

다. 캐릭터는 경제적 개인과 인격적 개인으로서 다채로운 특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남성 캐릭터의 재현 방식의 변화는 많은 논의를 가능케 한

다. 또한 운명적 사랑과 첫사랑의 모티브, 연애의 자기서사화 작업, 판타

지 요소의 증가, 회상 구조 등의 재현 관습은 오늘날 연애에 대해 사회

적으로 합의된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이러한 특징과 변화를 통해 신자유

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연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발견이다. 연애가 하나의 시장을 형

성하고 스펙화되는 가운데, 연애주체들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시장주

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의 자본화를 통해 개인

은 자기감정으로 침잠하거나 감정의 줄다리기에 골몰하게 된다. 두 번째

는 먹고사니즘 하의 연애하기의 양상이다. 연애는 먹고살기의 문제에 의

해 밀려나게 되고, 연애주체는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연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이에서 갈등한다. 또한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가 붕괴되면



- iii -

서 남성이 친밀성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로맨스 서사의 경

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친밀성 영역에서의 새

로운 양상과 고충은 보다 평등한 친밀성 영역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현사랑의 실패와 옛사랑의 그리움 사이에 놓인 개인

의 모습이다. 오늘날 결혼을 탈각한 연애는 종종 실패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퇴행적 위로로써 첫사랑의 노스탤지어가 만연한다. 네 번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한 연애에 대한 것이다. 개인

의 연애에서 가족의 존재는 최근 친밀성 영역에 공적 영역이 개입되는

움직임과 맞물려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내면화

를 통해 연애의 스펙화가 나타나면서,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연

애하기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애하기가 지닌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애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연애 욕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논의한다. 오늘날의 연애주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름의

새로운 이상향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큰

동력으로 작동한다. 연인들은 현실을 감내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애를 하

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의지에 대한 보답으로써 사랑을 성취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연애주체는 상충

하는 가치 속에 놓이게 되고, 이 가치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

을 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연애가 포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현실을 감내하고 유대하며 노력하는 방식으로서의 연애를 관찰

할 수 있다. 연애불가능성의 시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많은 연애관계와 그

안에서의 개인이 발휘하는 선택과 능동의 주체성은 ‘N포’로 표현되는 비

관적 담론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친밀성 영역에서의 안정의 확보는

곧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요어 : 로맨틱 코미디, 연애, 신자유주의, 재현, 담론분석

학 번 : 2014-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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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 제기

텔레비전 프라임타임의 드라마들은 언제나 울고 웃는 연애 이야기로

사랑받고, 연애 코칭 예능 프로그램은 많은 화제를 낳으며, 지방자치단체

는 미혼남녀의 미팅을 주선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1) 바야흐로 연애의

시대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며 자연스레 다양한 연애 담론 또한 형성

되었다. 최근의 연애 담론들은 대부분 경제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기

든스, 바우만, 벡, 일루즈 등 서구 학자들은 후기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

의 흐름 안에서 친밀성의 영역이 겪는 구조적 변동을 관찰한다.

본 연구 또한 이처럼 경제적 구조와 연애에 대한 밀접한 연결고리를

수용하면서 진행된다. 연구 대상이 2008년 이후의 영화로 설정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조명되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청년세대

의 위기와 함께 친밀성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대

의 섹스와 결혼에 대해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서두를 떼는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의 서술처럼, 청년세대

의 연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연애 담론은 연애의 불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비

연애의 시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최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인 연애 욕구가 나

타나고 연애를 정상화 상태로 인식하면서도 젊은이들을 연애불가능 세대

로 호명하는 모순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순된 담론

구조를 바탕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의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최근의 연애 담론은 경제적인 문제로 연애, 결혼, 출

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용어로 대표되듯이 세대론적 논의를 중심

1) 한상현 (2015, 10, 13).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개최. <뉴스타

운>. URL: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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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가장 주요한 연애주체인 만큼 세대론에 기

반한 연애 담론은 타당성을 지니지만, 이러한 논의는 자칫 경제적 문제

로 인한 연애불가능성에만 매몰되어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 중인 다양한

연애의 면면을 간과하고 연애주체의 실천이 지닌 가치를 간과할 수도 있

다.2)

본 연구는 연애를 탐구하기 위한 장으로써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관찰

한다. 대중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

유되는 의미 체계를 생성해내는 재현 체계임과 동시에 다양한 담론들이

농축되어 있는 텍스트이다.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담론을

형성하거나 분석해내고 이데올로기를 포착할 수 있다. 한편 로맨틱 코미

디 영화는 연애관계에서의 남녀 개인의 주체성의 발휘가 관찰되면서도

드라마보다 폭넓은 표현을 허용 받고 있어 본 연구의 주제에 적확한 텍

스트이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란 “사회정치적 환경이 관계의 형성 및 발

전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합하기 위해 헤

쳐 나가는 로맨틱한 모험”(Kaklamanidou, 2014, 8쪽)으로 정의되는 경향

이 있을 정도로 영화의 사회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주목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사회정치적 함의

를 이끌어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

국 사회에서 실천되는 연애하기의 양상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자 담

론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 및 연애 담론의 사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연애주체

인 젊은이들이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은 어떠하며, 오늘날의 연애

관념은 어떠한 역사적 변화를 거쳐 왔는지, 그리고 특정한 재현 관습을

2) 한금윤(2015)의 연구는 친밀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연관 짓는 담론의 성

행과 삼포 세대로 명명하는 언론의 보도 경향 때문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연애

가 포기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대학생들 중 여전히 연애와 결혼을 희

망하는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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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부터 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해내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오늘날의 연애

를 논의할 수 있는 준거틀을 형성한 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대한 텍

스트 분석과 담론 분석을 한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텍스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부터 한국 사회의 시

대별 연애하기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2008년 이후 로맨틱 코

미디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연애하기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맥락 하에

특수한 양상을 지니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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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친밀성

1.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신자유주의는 이제 정치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담론, 이데올로기, 통치

원리 그리고 주체성 형성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조영한, 2012, 23쪽).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맥락화되며 신자유주의

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친화적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논의된다(윤상

우, 2009; 조영한, 2012).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을 통해 발전해온

한국 경제가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이로 인한 대거 구조조정을 경험

한 후 이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대응으로써 도입된 체제가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는 국가와 대기업 중심으로 이

루어지면서 노동 유연화, 승자 독식주의의 견고화, 양극화 심화 등의 변

화를 심화시켰다(김세균, 2007).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생존의 방식으로 ‘자기계발’이 장려된

다. 서동진(2010)은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 자본주의는 ‘주체성의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 새로운 주체로서 ‘자기계발하

는 주체’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하에 기업의 경영 담론은

“‘불확정적인(uncertain)’ 경제적 행위를,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으로 가시화, 객체화하고, 동시에 그에 참여하는 노동주체를 관리하고 통

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체화하는 과정”(43쪽)이 되었고, 이러한 통치

전략은 노동주체로서의 자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

주체는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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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세대 담론과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의 청년

들을 명명하는 몇 가지 용어가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연애가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연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

주의라는 물적 토대 위의 청년세대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는 가장 흔히 ‘88만원 세대’와 ‘N포 세대’로 불린다.

‘88만원 세대’3)란 대학 졸업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낮은 평균 임

금 소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생활하는 20대를 은유적

으로 일컫는 표현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N포 세대’란 처음에는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개념에서 시작해 여기에 ‘내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 ‘건강과 ’외모‘마저 포기하는 ‘9포 세대’라는 개념으

로 확장되고 있다. 즉, 오늘날 청년세대는 불안정한 물적 기반 위에서 미

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포기해나가는 세대로 표상된다.

청년세대에게 자기계발 주체성은 ‘스펙’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청

년들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에 자신을 맞추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스펙으로 불리는 자기 자산을 경영해나간

다. 이것은 ‘개인 간의 군비경쟁’(최철웅, 2010)이자, 생존경쟁이다. 이러

한 생존 경쟁은 경제적 생존보다는 사회의 낙오자로 찍히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사회적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가깝다.

김홍중(2015)은 이러한 오늘날의 실존 조건을 ‘생존주의’라고 표현한다.

생존이란 “삶의 거의 모든 영역 또는 생애 과정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상태”(193쪽)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것이 오늘날 청년세대의 마음의 레짐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생존은 경쟁을 통해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황

뒤에는 또 다른 경쟁이 뒤따르는 “생존과정의 영구적 연쇄”(194쪽)라는

점에서 청년세대를 좌절케 한다. 이에 청년들은 미래의 전망이나 대안적

3) 88만 원은 한국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119만 원에 20대의 임금 비율 74퍼

센트를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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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당장의 먹고 사는 실용적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냉소적 속물’이 된다(최철웅, 2010).

이러한 한국 청년세대의 상황은 많은 대중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다.

오혜진(2013)은 2011년에 출간된 소설들인 <철수사용설명서>(전석순),

<유령>(강희진), <표백>(장강명)에 나타난 현재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

노, 저항을 읽어낸다. 그리고 황미요조(2013)는 오늘날 비정규직 시대의

여성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리는 ‘계급차 로맨스(inter-class

romance)’의 서사를 믿지 않으며,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봉쇄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달달함’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순간에 집착하는 경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2. 친밀성을 둘러싼 사회변동

경쟁적 생존과 자기계발이 강요되는 현대사회의 물적 조건 위에서 사

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3포 세대’라는 말의 탄생에서 알 수 있

듯이 연애, 결혼, 출산 같은 친밀성의 영역이다. “<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상적’ 삶”(김홍중, 2015, 190쪽)에서 취직이라는 우선 과제가

달성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그 뒤의 과정은 자연스레 연기되거나 포기되

고 있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경영하는 과정에 연애나 결혼이

라는 사적 관계가 장애물로 경험되면서, 친밀성의 영역은 더 이상 삶의

필수적 과정이 아닌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영역으로 전환된다

(Beck, 1990/1999; Giddens, 1993/2001).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친밀성은 어떠한 사회적 변동을 보여주는

가? 우선 가장 분명하게 체감되는 변동은 결혼에서이다.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이던 결혼 연령이 꾸준

히 상승해 2014년 남성 32.4세, 여성 29.8세가 되었다. 결혼 시기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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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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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9.8
30.5

31 31.4 31.8 32.1 32.4

남자 여자

그림 1. 국내 평균 초혼 연령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이것은 혼인율 자체의 감소로도 이어진다. <그림 2>는 1990년에는 인

구 1000명 당 25명이던 혼인 인구가 2014년에는 14명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대의 혼인율은 지난 50년 간 급격히 감소했다. <그림

3>에 나타난 통계4)를 보면 1955년에는 20대의 절반 이상이 기혼 상태였

으나 혼인율이 점차 감소해 가장 최근의 인구총조사인 2010년 조사에 따

르면 13%로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1955∼2010년의 인구총조사에서 집계된 20대 총 인구수와 20대 기혼자 수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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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인구 1000명 당 혼인 인구 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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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20대 혼인율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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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의 변화는 곧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짐작케 하며, 인식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우선 그 중 하나로써 통계적

으로 확인 가능한 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림 4>와 <그림 5>가 보여주듯이, 지난 10년 간 여성 취업자 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직 및 전문직 영역의 여성들이 늘어났

다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했음을 증명한다. 근대사회

혹은 아시아 유교사회가 지닌 전통적 젠더 분업 체제 하에서의 여성은

가사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여겨졌으며, 여성의

일대기란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외에 복수의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들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보편혼 관념의 붕괴가 일어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과

친밀성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기 일대기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되면서 결혼은 당연하게 결심할 만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

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젠더 분업에 대한 사고방식이 통용되고

있어, ‘경력단절녀’와 같이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과정

에서 사회적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여성들이 많다.5)

5) 채새롬 (2014, 12, 23). "서울 경력단절녀 비율 34.2%…남성의 2배". <연합뉴

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2/0200000000AKR

201412221804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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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여성 취업자 수의 변화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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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여성 관리·전문직 종사자 수의 변화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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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혼 관념이 붕괴되자 연애관계 또한 자연스레 유동성을 띠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썸’이라는 현상은 연애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썸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호감에 대한 암묵

적 합의가 존재하는 관계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적 충실의 의무 및 약

속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관계이다. 영화 <오늘의 연애>(2015, 박진표) 측

에서 20∼30대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6)에 따르면,

28%가 현재 썸 관계의 이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썸의 지속 기간은

대체로 2주 미만에서 한 달 미만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로맨스

관계가 매우 짧고 자유롭게 경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연

애 실태 및 담론에 대한 논의들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유동적 연애의 면

모에 주목하고 있다(이명원, 2012; 김정영·이성민·이소은, 2014; 로리주희,

2014).

제 2 절 연애의 변화

1. 연애하기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라는 말이 한국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12

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 <쌍옥루>에서 연애는 새롭고도 신성한

일이라고 말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이다. 이후 1920년대 중반부터 연애

는 자유연애라는 말의 약어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권보드래, 2003).

연애란 서양 선교사들이 사용한 ‘love’라는 단어의 적절한 번역어로서,

6) 김미리 (2014, 12, 12). '썸 타는' 영화 '오늘의 연애', 썸 설문조사 공개. <마

이데일리>. URL: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

42121638501123&ex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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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국의 언어감정을 번역하기 위해 계발된 단어”(15쪽)로 사용되었다

고 한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사랑이란 그다지 주목받는 가치가 아니거나

애국주의적 맥락 하에서 사용되었는데, 연애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로지

남녀 관계가 도드라질 수 있게 되었다. 즉, 가족이나 국가와의 결속을 벗

어나 개인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개념화된 것으로, 여기서부터 개인의

주체성 혹은 개인성에 대한 주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권보드래(2008b)에 따르면 “한국에서 연애의 등장은 전통적인 관계와

질서가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 징표”(62쪽)이며,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만들어져,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

구하는 계기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더 이상 개인이 ‘국민’이라는 이

름으로 국가에 종속된 통합적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설득력을 잃

으면서, 개인은 능동적 주체로서 재정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유연애란 개념은 남녀의 만남을 가족 및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언어적 전략’으로서, 각 개인의 내면의 요구를 따를 자유

를 보장받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처럼 연애는 개인의 영역을 강화하고

개인을 내면적이고 감정적 존재로 특권화시켰다(권보드래, 2008b).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love’가 ‘연애’로 번역되면서 연애는 love의 또

다른 일반적인 번역어로써 사용되는 ‘사랑’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는 점이다. 연애란 사랑의 감정 뿐 아니라 관계의 차원을 포함한다. “사

랑이 내면이나 정(情)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개체성

을 표현하는 개념이라면 연애는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개체성을 증명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권보드래, 2008b, 76쪽).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연애

의 주체였던 청년들은 연애라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족과 국가의 틀에

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연애하기, 즉 두 개인의 주체성 및

개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그 안에서의 실천으로서의

사랑의 양상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연애하기가 지닌 구체성과 실천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조부모 세대가 가족집단을 형성하는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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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도로서의 결혼을 중시하고 사랑의 감정은 부수적인 것으로 경험했

고, 부모 세대가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각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 왔다면, 오늘날의 연애주체들은 연애관계라는 독립적 관계 안에서 복

잡한 로맨스의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고 있다.

1910∼20년대 연애주체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퇴학, 이혼,

자살 등을 하며 사회적 저항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권보드래,

2008b). 이처럼 한국에서의 연애란 가족과 국가의 기획에 저항할 수 있

는 관계적 실천이자 개인성의 실천이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사랑과는

구분되는 연애라는 개념이 한국의 근대적 경험의 특수성을 형성한 만큼,

연애주체가 어떠한 연애관계를 맺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어떠한 실천

을 보여주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곧 동시대의 특수성을 읽는 한 가지 방

법이다.

2. 근대적 개인의 낭만적 서사로서의 사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연애 개념이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

으므로, 서구 역사에서 근대적 개인성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사랑의 관

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대적 개인성이란 전통사회에서 탈전통사회

로의 전환에서 탄생한, 이른바 ‘자유로운 개인’이 담지한 개인성이다. 근

대적 자유로운 개인은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노동

력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사회의 전통적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획득

적 신분으로 평가받고, 문화적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개체

화되면서 주관주의적 문화를 가진다(조혜정, 1991).

근대적 개인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근대의 개인 정체성 및 사회적 영역

을 이분화해서 설명한다. 벡(Beck, 1990/1999)은 자유로운 노동자로서의

개인의 측면과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개인의 측면을

포착하고 있으며, 하버마스(Habermas, 1990/2001)는 탈전통적 산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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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계의 영역과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루만

(Luhmann, 1982/2009)은 근대의 개인들이 “이중의 증가라는 특징, 즉 비

인격적 관계들을 맺을 가능성이 증가하며 또한 더 집중적인 인격적 관계

들을 맺을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특징”(28쪽)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때

비인격적 관계란 노동주체이자 경제적 개인으로서 맺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인격적 관계란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연애관계 또한 이

에 속한다. 즉, 근대사회의 개인은 연애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

켜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적 인격관계의 주체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 연애관계에서 이상적인 가치로 추구된다. 살스비(Sarsby,

1983/1985)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12세기경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낭만적 사랑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에 이르러서야 인데, 바로 이 시기가 앞서 말한 탈전통사회에로의 이행

이 일어난 시기이다. 근대적 자유로운 개인이 로맨스 주체가 되어 낭만

적 사랑을 이상화하게 된 기제에 대해서는 기든스(Giddens, 1993/2001)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을 종교적 열의와도 유사

한 ‘숭고한 사랑(sublime love)’과 ‘열정적 사랑(amour passion)’의 맥락

을 잇는 것으로 보면서도, 여기에 개인의 ‘서사’ 차원이 생겨났음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한다.7) 낭만적 사랑이란 “개인화되어, 더 넓은 사회적 과

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거점도 가지지 않는 어떤 개인적 서사 안에 타

자를 삽입하는 이야기”(78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개인의

것이다. 또한 낭만적 사랑은 “개인적 삶을 미래 시간의 식민화와 자기정

체성의 구성에 관련시켜 조직하는 양식”(Giddens, 1993/2001, 106쪽)이라

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낭만적 사랑의 서사란 곧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유지시켜주는 서사임을 의미한다.

7) ‘로맨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낭만적

사랑과 소설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한다(Giddens, 1993/2001). 즉, 낭만적

사랑은 서사성을 주요 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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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사랑은 하나의 관념 복합체를 형성한다(Giddens, 1993/2001).

여기에는 자유와 자아실현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사랑의 이상과 함께 도

덕적이고 숭고한 요소가 동반된다. 낭만적 사랑이란 종종 첫눈에 반하는

것과 같은 충동성을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섹슈얼리티는

배제된다. 유일한 상대를 향한 영원하고 헌신적 관계를 약속함으로써 낭

만적 사랑은 “섹슈얼리티와 단절하면서도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되었

다”(Giddens, 1993/2001, 79쪽). 이러한 숭고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결혼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낭만적 사랑 복합체는 가정의 영

역을 형성하고 ‘모성의 발명(invention of motherhood)’이라는 현상을 만

든다. 이로써 낭만적 사랑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의해 꾸려지는 “본질적으로 여성화된 사랑”(Giddens, 1993/2001, 83쪽)이

라는 특징을 지닌다.

요약하자면 근대의 로맨스 주체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

하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결여를 메꾸며, 자아의 진정

성을 바탕으로 개인 서사를 형성해나가는 도덕적 주체이다. 그리고 이러

한 근대의 낭만적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정은 핵가족의 형태를 띠며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를 바탕

으로 사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영위된다. 특히 여성에게 낭만적 사랑

을 통한 열렬한 연애와 이를 결혼으로 이어가는 것은 자아실현의 각본으

로 이해되었다(조혜정, 1991).

한편 근대적 개인과 낭만적 사랑을 논의하는 국내 연구는 대부분 한국

근대 소설을 대상을 이루어졌다. 그 중 이광수의 소설은 연애 개념과 근

대적 개인의 탄생 지점으로 여겨진다(김지영, 2007; 권보드래, 2008a). 근

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야기되는 또 다른 텍스트인 한국 멜로드라마 장르

영화는 1950년대에 가장 큰 대중적 흡입력을 발휘하며 이후에도 한국 영

화 전반에 깔린 정서로 작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이념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자 생활에 대한 감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일상과 사적 공간을

무대로 삼는 멜로드라마가 대중적 서사가 된 것이다(김미현, 200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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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인>(1956, 한형모)과 같은 영화 속 전근대적 가치규범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여성 주인공들은 근대적 개인의 면모를 드러내며, 근대로의 이행

기에서 급속히 변하는 사회 풍속의 재현은 멜로드라마가 지닌 근대적 상

상력을 보여준다(윤석진, 2004).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에서 근대

적 관념의 사랑에 대한 논의는 근대 소설과 멜로드라마 영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3. 현대사회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에 대한 논의가 달라지고 이와

더불어 사랑도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벡(1990/1999)은 현대사회의

개인화는 이전까지의 개인화 과정과는 다른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한

다. 현대의 개인화란 대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노

동시장 개인주의’로 표현될 수 있다. 노동시장 개인주의는 개인화와 결합

된 ‘위험한 기회들’마저도 민주화한다. 이것은 벡이 다른 저서에서 주장

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론과 일통한다.

테일러(Taylor, 1991/2001)와 기든스(1993/2001)는 벡의 위험사회론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불안에 대해 고찰한다. 새로운 개인화가

낳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의 만연은 개인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성찰성을

지니게 한다. ‘성찰적 개인(reflexive individual)’은 지구적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며 직면하게 되는 열린 행위 가능성들에 대해 계산적인 태도를 지

니게 되고 지속적인 위험사정(risk assessment)을 한다. 그리고 전통적

지표로부터 단절된 채, 끊임없는 선택지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선택을

바탕으로 일대기를 구성해간다. 이 과정에서 미래는 현재의 성찰성 안에

조직되는 미래의 식민화가 발생하고 강한 자기 감시를 바탕으로 한 ‘내

부준거적 체계(internal referent system)’가 발달하게 된다.

연애는 개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화 양상의 변화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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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변화로 이어진다. 위험사회를 사는 성찰적 개인에게 사랑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된다. 전통적 결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안

전감이 사라지는데 이를 학자들은 ‘탈주술화’(Weber, 1985: Beck,

1990/1999 재인용), ‘내적 고향 상실(innern Heimatlosigkeit)’(Berger,

1973: Beck, 1990/1999 재인용) 등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 속

에서 개인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친밀성 영역에 집착하게 된다. 내부준거

적 체계에만 의존해 “자기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찾아내야

하는 개인들에게 사랑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축”(Beck, 1990/1999,

293쪽)이 되었고 현대사회의 ‘신흥종교’로까지 명명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랑이 이전보다 중요해진 한편 사랑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

다. 사랑의 어려움은 개인이 겪는 두 가지 형태의 갈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요구와 인간관계의 요구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한다. 사랑이 개인의 삶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은 개인에게 언제든지 이동가능한 자유로운 노동력이기를 요구

함으로써 사랑과 결혼에 정박하지 못하게끔 작동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계산하고 성찰하게

된다. 두 번째 갈등은 이러한 첫 번째 모순을 가진 개개인의 만남에서

발생한다. 각자의 일대기 구성의 책임을 지닌 개인과 개인이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을 때, 서로의 일대기를 하나의 일대기로 협상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두 개인 모두 노동력으로서의 자아와 연인

으로서의 자아 사이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인 친밀성 구조의 변동으로 드러난다. 현대로 올수록 결

혼은 점차 미루어지거나 포기되는데, 이는 앞서 한국의 친밀성을 둘러싼

사회 변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혼율은 높아지고 자녀 수

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이상적 연애관을 기든스는 ‘합

류적 사랑(confluent lov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명한다. 합류적 사랑

은 “각기 따로 흘러나오던 두 개의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흐르듯, 두 사람의 정체성이 과거에는 각기 달랐음을 인정한 위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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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사랑의 유대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

해 가는 그러한 사랑”(108쪽)이다. 즉, 영원하고 유일무이한 낭만적 사랑

의 특성을 탈각한 대신 현대사회의 유동성을 수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바우만(Bauman, 2003/2013)은 이와 유사하게, 자유롭고 유동적인 현

대사회를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라고 명명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리퀴드 러브(liquid love)’라고 일컫기도 했다.

합류적 사랑은 감정적인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형성한다

는 점에서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의 원형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Giddens, 1993/2001). 순수한 관계란 관계 외부의 것에 구애받지 않

고 관계 자체가 지닌 내적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그 관계에 있는 개인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한에서만 지속되는 관계이다. 이는 루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의 ‘재귀성(reflexivit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uhmann, 1982/2009). 즉, 사랑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합류적 사랑의 관계에서 연인은 상대가 관심과 욕구를 드러낸 만큼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 감정적 교류가 민감하고 긴밀하게 이루어

질수록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특별한 사람(the one and only)’의 존재를

전제하는 낭만적 사랑과 달리, 합류적 사랑이 강화될수록 특별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지지만 서로가 기울이는 감정적 노력에 의해 ‘특별한 관계’

가 갖는 가치는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루즈(Illouz, 2011/2013)는 유사한 논의를 ‘감정 진정성 체계(regime

of authenticity of emotions)’의 작동으로 설명한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개인 사이에 특정한 의례에 맞추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감정 수행성

체계(regime of performativity of emotions)’가 존재했다면, 오늘날의 개

인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루즈

(2007/2010)는 ‘감정 자본주의(emotional capitalism)’ 하의 개인을 포착한

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 자본주의와 사적 감정의 상호침투가 이루어지자, 개인의 감정 능력이

중요해졌다. 즉, 개인은 일에서건 인격적 관계에서건 자신의 감정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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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으로 활용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 논의들은 일루즈의 또 다

른 저서인 <사랑은 왜 아픈가>(2011/2013)에서 현대사회 연애의 불안의

기제로써 다시 논의된다. 현대의 연애관계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중심

으로 한 ‘정서적 개인주의(emotional individualism)’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기에 불안정하며, ‘순수한 관계’가 사적 영역을 규범적으로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각 개인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감정 권

력을 가지고 로맨스 시장에 참여하고 서로의 욕구를 계산하고 가늠하는

욕구의 경제학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사랑은 감정 진정성에 기반한 순수한 관계이자

개인의 삶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지위를 지니면서도, 개인에게

불안과 고충을 동반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제 3 절 미디어 재현과 담론

연애가 근대적 개인의 서사로서 등장해 서사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다고 할 때, 서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물로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미디어

의 로맨스 콘텐츠는 연애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TV 드라마들은 로맨스를 다룸으로써 인기를 얻고 있으며, 드

라마 속 재현을 통해 현실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존

재한다. 그렇다면 미디어 재현을 통해 이해하는 현실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현과 현실, 그리고 담론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본 연구

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미디어의 재현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연애

담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재현(representation)’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 간에 의미를 생산하고 교

환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Hall, 1997). 홀은 문화란 하나의 실천

체계로, 의미의 생산과 교환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미의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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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담지하는 재현 체계는 문화적 구성물임과 동시에 ‘문화 흐름

(circuit of culture)’의 중요한 요소이다(Hall, 1997). 한 사회 안에서 사람

들은 공통의 의미 체계를 가지고 의사소통하고, 이때 공유되는 문화적

코드들은 곧 재현 체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언어가 가장 기초적

이면서 핵심적인 재현 체계로, 사람들은 언어가 지닌 의미와 기호에 대

한 합의를 통해서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기호학은 재현 체계로서의

언어의 작동 원리를 탐구한다.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재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법은 더 확장되어

‘담론(discourse)’의 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담론이란 특정한

대상이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설명해

내는 언표들의 집합체이다(Hall, 1997). 기호학적 접근이 재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시학(poetics)의 원리라면, 담론적 접근은 재현이

만들어낸 의미 체계 혹은 지식이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고, 행동을 규제

하고, 정체성과 주체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지식이 다시 어떻게 재현의

방식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순환의 역학 및 정치학을 의미한다(Hall,

1997).

담론적 접근법의 대표적 사례인 푸코(Foucault)의 연구는 담론의 역사

적 맥락에 주목한다. 어떤 대상이나 실천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

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푸코는

<성의 역사>(1975/2004)를 통해서 섹슈얼리티가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어떤 식으로 언급되고, 연구되고, 통제되고, 욕망되어왔는지를 좇아

간다. 앞서 살펴본 낭만적 사랑이나 합류적 사랑이라는 관념 또한 근대

사회와 후기자본주의 사회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이므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라는 역사적 맥락은 또 다른 담론

의 생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푸코는 담론이 지식과 권력을 생산해내고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에 대해서도 주목한다(Foucault, 1982). 지식이 사회 규범과 실천을 규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할 때, 지식의 생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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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의 담론은 곧 권력의 생산 기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권력의 담지자 혹은 지식/권력이 행해지는 대상으로서 주체는 형성된다.

즉, 주체는 담론 속에서 생산된다. 이것은 특정한 주체성은 특정한 역사

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

의 연애주체가 지니는 특징 또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안에서 파악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재현은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

식을 생산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으로서의 담론과 밀접

한 연관을 지닌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담론을 해석하는 작업, 즉 어떠한 사회적 대상과 실천

에 대해 어떤 의미 작용 및 지식이 생산되고 소통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주체가 호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재현과 담론의 상호구성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재현 연

구는 ‘과연 재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물음에 부딪혀왔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구와 왜곡의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실재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먼저 답해야 한다. 홀은 이에 대해 실재의 물질적 영역과 재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과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Hall,

1997).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은 실재의 영역이 아니라 재현 체계

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미디어 재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왜곡하

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를 생성하는 구성적

(constitutive) 과정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재와 재

현 사이의 간극이 아니라 실재를 재현하는 재현의 방식이 된다. 본 연구

는 재현이 지닌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전제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재

현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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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로맨틱 코미디

1. 로맨틱 코미디의 정의와 범주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기원은 세익스피어의 희극에까지 거슬러 올

라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할리우드

의 장르 시스템 생성 속에서 발전해왔다(Schatz, 1981/1995). 영화의 장

르란 “관객에게 그들이 보는 내러티브의 종류를 빠르게, 다소 복합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약호, 관습 및 시각스타일들의 체계”(Turner,

1988: 김훈순·김은정, 2000 재인용)이다. 관객은 장르 영화의 정형화된

패턴 및 이미지를 통해서 영화적 ‘게슈탈트(gestalt)’ 혹은 ‘심적 경향

(mind set)’을 형성해나간다(Schatz, 1981/1995).

보드웰(Bordwell)이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이야기 유형을 ‘일반적인

것’과 ‘이성애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었을 정도로 로맨스란 영화의 흔한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윤성은, 2011). 로맨스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

양한 내러티브와 결합하여 그려져 왔는데, 그 중 로맨스가 플롯의 주축

이 되는 장르는 멜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이다. 멜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가 로맨스를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이에 답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화 작업인 동시에 왜 멜로드라마가 아닌 로맨틱 코

미디가 본 연구의 적절한 연구 대상인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멜로드라마의 경우 매우 넓은 범주를 아우르며 그 역사를 구축해온 장

르이고, 로맨틱 코미디 또한 일정 부분 멜로드라마의 장르성에 빚지며

탄생했다는 점에서, 두 장르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는 어렵다. 그래서 멜

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각

장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함을 문제시한다(Krutnik, 2002; Singer,

2001/2009; 윤성은, 2011). 이들 장르는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기보

다 그 장르를 구축하는 몇 가지 특성 및 범주를 제한하고, 상호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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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멜로드라마는 음악(melos)과 드라마(drama)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로,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1910년 <눈물을 쏙 빼는 드라마(The

Tear-Drenched Drama)>라는 제목의 잡지 기사에서이다(Singer,

2001/2009). 그 시작점에서 알 수 있듯이 멜로드라마는 강한 주정주의

(emotionalism)와 감상성(sentimentality)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로, “공감

을 일으키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잘못된 사랑과 결혼의 장애, 세대 간

마찰과 메울 수 없는 모성 공간의 고난들, 인습의 편협함과 가부장 구조

에 직면한 여성 자립의 어려움과 존엄성,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희생의 애처로운 숭고함”(Singer, 2001/2009, 65쪽)을 다룬다. 또한 멜로

드라마는 ‘과잉(excess)’의 성격을 지닌다(Brooks, 1976; Neal, 1986;

Singer, 2001/2009). 과도하게 비극적인 상황이 정서적 과잉과 미장센의

과잉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 멜로드라마의 전형적 특징이다.

한편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틱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코미디인데,

주요 플롯(A Story)이 로맨스 관계에 중점을 맞추고 서브 플롯(B

Story) 또한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야한다(Mernit, 2000). 주요 플롯에서

는 로맨스 관계 속에 있는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

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결합하게 된다

(김광철·정병원, 2004).

닐과 크루트닉(Neal & Krutnik, 1990)은 “멜로드라마에서 애정은 종종

결혼을 향해 나아가거나, 결혼에 의해 좌절”되지만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비록 구애의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결혼에 의한 결합으

로 나아”간다고 구분한다(203-204쪽). 또한 멜로드라마가 여주인공의 욕

망과 좌절에 초점을 맞춘다면 로맨틱 코미디는 “구애 플롯에 집착함으로

써 한 여성과 한 남성에 관심을 갖게”(204쪽) 하며 여주인공의 욕망도

이러한 이성애적 결합 내에서 표현된다고 말한다. 로맨틱 코미디도 죽음

과 고통 등 멜로드라마적 긴장감을 포함하기도 한다(Neal&Krutnik,

1990; 윤성은, 2011; Kaklamanidou, 2013). 그러나 닐과 크루트닉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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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극적 요소들이 결국은 해피엔딩을 향한 진로상의 장난이라고 말하

며 해피엔딩에 대한 확고한 구조적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로맨틱 코미디는 일부 비극성을 흡수하고 활용하며 궁극적 메시지에

는 로맨스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크루볼 코미디(screwball comedy)’가 로맨틱 코미디와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그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크루볼 코미디는 재미에 더 강조점이 있는 한편 로맨틱 코미디는 사랑

을 더 강조한다고 구분된다(Gehring, 1998: 윤성은, 2011 재인용).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가 보다 현실적인 내용과 진정성 있는 캐릭터들을 동원한

다. 그럼에도 두 장르 간에는 구분이 모호한 지점들이 있으며, 한국 로맨

틱 코미디 장르에서는 스크루볼 코미디와 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영화들

이 발견되기도 한다.8) 하지만 현재 영화 연구에서 통상적인 장르 구분에

있어서 스크루볼 코미디는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나타났던 특정 형태를

일컫는 좁은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로맨틱 코미디의 하위 장르로 설

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설정을 따르기로 한다.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로 샤츠(Schatz, 1981/1995)는 플롯, 배경, 캐릭

터, 도상을 제시하며, 이 요소들이 단순한 텍스트 구성 요소를 넘어서 문

화적 컨텍스트, 혹은 ‘준거 영역(field of reference)’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성은(2011)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

해 플롯(plot), 관습(convention), 캐릭터(character), 도상(icon)의 특성을

제시한다.9) 모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이에 부합하는 특성을 보여주지

는 않지만, 다른 장르와는 구별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반적 특성으

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이다.

8) 게링은 스크루볼이 로맨틱 코미디보다 전형적이고 익살스러운 캐릭터와 삼

각관계, 슬랩스틱을 활용한 코미디가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한국의

일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으로 보인다.

9) 윤성은(2001)은 플롯과 관습 대신 ‘포뮬러’,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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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두 남녀가 구애의 과정에서 성격이나 신분, 성(性)적 차이

등 크고 작은 장애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이

를 극복하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코미디의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한다.

-1차적인 갈등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고, 2차적인

갈등은 주인공들의 심리적인 요소에 기인한다.

관습

-성과 성행위에 관한 직설적이고 대담한 대화가 오간다.

-남녀 사이의 성(性)적 차이를 드러내는 말다툼을 벌인다.

-키스신이나 베드신 등 로맨틱한 러브신이 있다.

-놀이공원이나 유람선 등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장면이 등

장한다.

-두 남녀가 헤어진 후에는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를 그리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캐릭터

-두 남녀는 결혼 적령기에 있다.

-주인공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직업적 혹은 성적으로 매력

적이다.

-주인공들은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하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있다.

-남녀 주인공 외에 조연 커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코믹한 캐릭터이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삼각관계나 사각관계를 이루는 라이벌 캐릭터가 등장한다.

도상

-주로 현대의 도시가 배경이며, 높은 빌딩과 화려한 시내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주인공의 아파트, 오피스텔, 직장, 작업실 등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다.

-주인공들 중 적어도 한 명은 당대의 스타로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다.

표 1. 로맨틱 코미디의 범주적 특징

*출처: 윤성은 (2011). <로맨스와 코미디가 만났을 때>. 파주: 이담.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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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1) 정의 내리기의 어려움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의 의미와 범주는 더욱 규정하기가 어렵다. 일부

한국영화사 관련 저술들에서 특정 작품 및 작가를 중심으로 로맨틱 코미

디를 논의하고는 있거나(이영일, 2004; 김미현, 2006), 특정 시대의 로맨

틱 코미디 혹은 유사 장르10)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김정훈, 2013; 이우

석, 2013; 송영성, 2015), 로맨틱 코미디 자체의 장르적 특징과 계보에 대

한 연구로는 윤성은(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

화에 대한 장르 연구들도 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전의 역사

에 대해서는 코미디나 청춘영화 등 다른 세부 장르와 뒤섞여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윤성은, 2011; 김정훈, 2013).

한국 로맨틱 코미디 정의내리기의 어려움은 우선 한국 영화가 장르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방식에서 기인한다. 장르 영화의 발전 과정에 대해

포실론(Focillon, 1942: Schatz, 1981/1995 재인용)은 ‘실험적 단계-고전적

단계-세련화 단계-바로크(자기 반영적) 단계’로 변화해나간다고 말했다.

실험적 단계에서는 관습들이 하나의 형식을 확립해가는 단계이고, 고전

적 단계에서는 관습들이 균형에 도달해 예술가와 관객의 상호이해가 달

성된다. 이후 형식과 스타일이 장식되어가는 세련화 단계를 거쳐 형식

그 자체가 실체이며 내용이 되는 바로크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이와 같은 궤적을 보여주지 않는

다. 초기 단계에서 외국 영화의 수입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장르를 구

축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윤성은(2011)은 이러한 한국 장르 영화 구축의 역사적 특

10) 이우석(2013)은 1960년대 청춘영화를, 송영성(2015)은 청춘 코미디 장르 영

화를 다루는데 여기에는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을 지닌 영화들이 다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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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에 대해 짚으면서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전반적으로는 실험적

단계를 거쳐 90년대 고전적 단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후 자의식적 단계

에 들어섰다는 진화론적인 의견을 견지한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에 따라 플롯의 구성이 다양화 및 복잡화되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역사에 단계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초기 단계에 등장한 <여사

장>(1959, 한형모)은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성을 따르는 고전적

인 단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오히려 70∼80년대의 영화들은 90년대에 본

격적으로 기획되어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의 맹아를 보여주는 실험

적 단계로 보인다. 90년대에는 독특한 캐릭터나 상황 설정을 통해 많은

변주를 시도해 이미 자의식적인 단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정의내리기의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영화

를 지배하고 있는 멜로적 성향 때문이다. “50년대 한국 영화에서 코미디

와 멜로드라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란 쉽지 않다”(오영숙, 2005: 윤

성은, 2011 재인용)는 말은 단순히 50년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하

다. ‘천만 영화’로 불리는 한국 역대 흥행 영화들을 살펴보면 주 장르가

무엇이든 간에 비극적 정서의 과잉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소위 ‘신파

영화’11)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또한 주인공의

수난과 죽음 등을 종종 다루며 멜로드라마와의 구별을 어렵게 해왔다.

(2)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계보도

그렇다면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11) 신파란 일본에서 구파극(舊派劇)으로서의 가부키 연극에 대립되는 용어로

등장했는데, 1910년 이후 한국에도 그대로 수입되어 극예술에서 다뤄져왔다. 연

구에 따라 신파 영화를 멜로드라마보다 이전 시기에 존재한 역사적 장르로서

규정하기도 하고, 신파성을 멜로드라마의 속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된 정서와 비극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신파로 일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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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를 멜로드라마와의 범주적 구별을 통해서

정의를 찾아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당대의 한국 영화사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2) 즉, 한국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특정 시대에는 특정 영화가 로맨틱 코

미디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겠다.

로맨틱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희극 영화의 계보에서 출발한다. 영화의

탄생 시기에 이미 코미디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할리우드 영화와는 달리,

한국은 비극적인 근대사를 겪으며 코미디 제작의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

기되며, <청춘 쌍곡선>(1956, 한형모)이 최초의 코미디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윤성은, 2011). 이 영화는 서로 집을 바꿔 살게 된 두 남자가 각자

의 여동생과 교제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최초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

기도 하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서울의 휴일>(1956, 이용민), <오해마

세요>(1957, 권영순), <자유결혼>(1958, 이병일)과 같이 로맨스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나왔고, <여사장>(1959, 한형모)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로

맨틱 코미디와 비슷한 장르적 관습이 발견된다. 이외에 <3인의 신

부>(1959, 김수용), <청춘배달>(1959, 김수용) 등이 일부 멜로적 정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청춘들의 로맨스를 명랑한 윤리와

빠른 템포를 가지고 다룬 영화로 평가된다(이영일, 2004).

한편 50년대의 영화들은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족 대통

합으로 이어지는 가족주의적인 내러티브를 지닌다(윤성은, 2011). 이러한

성격은 60년대 홈드라마 장르에서 로맨스가 빈번히 활용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로맨스 빠빠>(1960, 신상옥)는 엄격한 가부장주의를 벗어난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로맨스를 경험하거나 꿈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말띠 신부>(1966, 김기덕)에서도 여러 부부가 주인공

으로 등장해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결말

로 나아간다.

12) 한국 영화가 전반적으로 멜로드라마적 요소의 활용에 적극적인만큼 로맨틱

코미디에서의 멜로적 경향성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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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년대에는 신성일-엄앵란 스타 커플을 탄생시킨 청춘영화 장르

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 중 <청춘교실>(1963, 김수용), <연애졸업

반>(1964, 김수용) 등은 청춘들의 연애를 즐겁게 그려내면서 로맨틱 코

미디의 정서를 드러낸다. 더불어 성변장(gender disguise)을 소재로 한

<여자가 더 좋아>(1965, 김기풍)가 흥행에 성공한 뒤, 심우섭 감독의

<남자 미용사>(1968), <남자 식모>(1968), <남자와 기생>(1968)과 같은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윤성은, 2011).

1970∼80년대에는 텔레비전 보급으로 인해 영화산업이 침체기를 겪음

과 동시에 유신정권과 군부정권의 영향 하에 호스티스물13)과 에로영화

가 대량 생산되어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멜로드

라마의 우세 속에서 ‘하이틴(high teen)’ 장르가 유행하며 로맨틱 코미디

의 계보를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이틴영화는 고등학생들을 주

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사랑과 우정, 학교생활을 보여주는데 <고교얄

개>(1976, 석래명)가 대표적인 영화이다. 문여송 감독의 <진짜진자 잊지

마>(1976), <진짜진짜 미안해>(1976), <진짜진짜 좋아해>(1977) 시리즈

는 여주인공의 죽음 등 멜로드라마의 결말이나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발랄한 청춘들의 연애담이 서사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춘영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사회정치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일

으키는 영화들이 등장한다. <바보들의 행진>(1975, 하길종)은 청춘의 고

뇌와 등장인물의 죽음을 통해 비애적 분위기를 만들지만 그 비애가 운명

에의 굴복이라기보다는 “치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춘의 몸부림”(이상

용, 2012)으로, 낙관과 희망까지 내포하고 있어 로맨틱 코미디의 정서와

어긋나지 않는다. 이후 <병태와 영자>(1979, 하길종),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이규형),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이창호)도 멜로

드라마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발랄한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13) 호스티스물도 남녀관계와 애정문제를 다루는 로맨스 장르이지만, 암울한 시

대상황 안에 희생되는 주변부 인물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멜로드

라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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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의 변화를 시사하고 다채로운 청춘 군상과 연애관을 보여줌으로써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영화는 90년대에 등장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들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고 평가된다(윤성은, 2011).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장르적 관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

이명세), <결혼 이야기>(1992, 김의석) 등은 대중의 공감을 사는 플롯과

캐릭터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 시기 로맨틱 코미디는 영화사에서 철저한

기획과 시장조사를 거쳐 나온 기획영화들이 많았고, <결혼 이야기>의

경우에는 사전 리서치와 실제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

으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윤성은, 2011).

2000년대에는 <엽기적인 그녀>(2001, 곽재용)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결말과 캐릭터, 장르 변형 및 혼합이 나타났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대의 문화적 특성이며 단일 장르에 대해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관객들

의 생각이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윤성은, 2011). <첫사랑 사

수 궐기대회>(2003, 오종록),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 곽재용)

등은 주인공의 죽음과 같은 갈등 요소가 잔재하는 결말을 맺는가 하면,

<싱글즈>(2003, 권칠인), <작업의 정석>(2005, 오기환), <달콤, 살벌한

연인>(2006, 손재곤) 등은 주인공 남녀의 선택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반드시 주인공 남녀가 결합해야

한다는 해피엔딩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며, 보다 다양한 연

애 내러티브에의 요구와 공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는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아직 반절밖에 지

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요약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연애를 동

화적인 것으로 판타지화하기보다는 연애하는 개인이 겪는 현실적 고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러브

픽션>(2012, 전계수)이나 <연애의 온도>(2013, 노덕)는 극중 인물의 감

정을 섬세하게 다룸으로써 많은 공감을 얻은 영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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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애 담론의 장으로서의 로맨틱 코미디

(1) 즐거운 실천으로서의 연애

영화사 초기부터 사랑 이야기는 주로 멜로드라마의 몫이었고, 한국 영

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남녀관계가 코믹 로맨스

로 변모해가면서 로맨틱 코미디가 연애를 관찰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

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화산업의 변화라기보다는 “이혼율, 미혼율, 여성

지위 변화에 따른 남녀평등 등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강명구,

2014, 192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사랑 이야기라도 여성

이 운명적 상황 안에서 억압받는 이야기가 아닌, 남녀가 동등한 주체로

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인 연애를 살펴보는 장으로서는 로맨틱 코미디가

적절한 것이다.

원용진(1997)의 논의에서도 비슷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원용진은 드라마 <모래성>(MBC, 1988)과 <애인>(MBC, 1996)을

비교하며, <모래성>에서는 불륜이 가족이라는 강력한 자장 안에서 다루

어지며 비극적 정서로 그려진 반면 <애인>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연애,

로맨스로 그려지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연애가 개인의 즐거운

실천으로 인식되고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본 연구에서도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한국의 로맨스 장르 영화

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관객 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

년대부터 현재까지 당해 흥행 순위 20위 안에 든 로맨스 영화는 총 221

편이다. 그 중 각 시대별로 멜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중 주인공이 결혼관계 및 불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와 연애관계 및 비결혼관계에 있는 경우의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두 수치를 볼 때 영화콘텐츠 안에서 로맨스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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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70∼80년대 로맨스 영화는 주로 호스티스물

로 주인공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처절히 희생되었다. 연애란 대

개 비극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건강하고 발랄하게 이끌어가는 교제 관계로 표현될 뿐 개인 간의 자발적

인 연애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서사는 드물었다. 이후 90년대에는 멜

로드라마와 로맨틱코미디의 비율이 비슷해지긴 했으나, 이 중 로맨틱 코

미디의 40%정도는 결혼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로맨틱코미디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면서부터인데 이와 동시에 로맨틱 코미디 장르 내에 비결혼관계의 이야

기도 증가했다.14)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미혼 남녀 간의 연애

그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갈등 구조와 해피엔딩을 갖춘 이야기가 만들

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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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그림 6. 당해 흥행 순위 20위 영화 중 멜로드라마 장르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 영화 수의 시대별 변화

14) 결혼관계라고 해도 <어린 신부>(2004, 김호준), <댄서의 순정>(2005, 박영

훈) 같은 영화들은 형식상의 결혼부터 하게 된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사실상 연애 로맨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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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결혼관계를 다루는 영화와 비결혼

관계를 다루는 영화 수의 시대별 변화

이처럼 전통적인 정상결혼 관계에 속하지 않는 연애관계가 주로 여성

의 비극 내지 파국으로 이어지던 멜로드라마 장르에서와 달리, 로맨틱

코미디 속 연애는 즐거운 로맨스 서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로맨틱 코미디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경

우 가족주의와 신파극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르에 멜로드라

마의 정서가 녹아 있고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는 더욱 그

러한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는 여전히 근대적

관념의 연애를 중심적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 장르이면서 연애하기에서의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텍스트임은 분명하다.

(2)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효과

로맨틱 코미디가 지닌 장르적 효과도 중요한 논의들을 제공해준다. 이

윤희(2011)는 장르영화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만, 장르와 장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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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균열과 새로운 요소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

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와 코미디

의 장르 혼합으로 생겨난 장르로 “(정통) 멜로드라마에 담긴 의미와 논

리들을 코믹하게 다루면서 기존의 멜로드라마가 가진 관습을 조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121쪽).

로맨틱 코미디가 젠더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다. “사랑이란 여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할리우드가 허락한 몇

안 되는 영역”이라는 로우(Rowe, 1995: Kaklamanidou, 2013 재인용, 110

쪽)의 말처럼 여성은 로맨스 장르 안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15) 그런데

한국의 멜로드라마에서는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유지됨으로써 여성 주인공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반면 로맨틱 코미디에

서는 코미디적 요소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복적인 시도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곧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 코미디가 발생하

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로비(McRobbie, 2006)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 diary)>(2001, Maguire)에서 독신 여성인 브

리짓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꿈꾸는 장면이 코믹하게 그려진다는 점을 지

적하며, 최근 여성들이 신보수주의의 결혼에 대한 가치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중구속(double entanglement) 사이에서

15) 여성은 로맨스 장르의 수용자로서 수동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Modleski, 1982; Radway, 1984), 특히 문화계발효과 이론에 관한 연구들

은 드라마 시청이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고 밝혀왔다(Sergin&Nabi,

2002; 금희조, 2007). 여성들은 로맨스 장르물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해 환상과

대리만족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맨스물이 여성 수용자에게 현실 도

피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맨스 장르, 특히 로맨틱 코미디 안의 여성 캐

릭터가 주체적 면모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사

장>(1959)에서 여주인공은 잡지사 사장으로 남자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여존남

비’의 사상을 주창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설정은 다른 장르물에서는 기

대하기 어렵지만 로맨스에서는 주인공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과 더불어

코미디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전복적인 시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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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순과 갈등을 경험하는가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논의한 바 있다.

김소연(2014)은 90년대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남성 캐릭터들을

통해 가부장적 편견이나 전근대적 행동방식을 폭로하고 희화화하는 방식

을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성 캐릭터의 인격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사

랑이 희극적 감정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말한다. 또한 서곡숙

(2005)은 코미디가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이지, “진실로부터의 도피”(214

쪽)가 아니며, 코미디적 요소를 통해 영화 속 연인에게 놓인 현실적 장

애물을 보여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시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들이 지닌 낙관적인 삶의 가치관을 조명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로맨

틱 코미디에서 코미디가 발생하는 지점은 곧 현실 상황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면서 개인의 환상과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인 것

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로맨틱 코미디가 연애하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장르임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즉, 로맨틱 코미디는 동시대의 청춘들이 연

애주체가 되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로

맨틱 코미디 영화는 그 사회의 연애하는 개인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로맨틱 코미디의 선행 연구의 경향

사회에 존재하는 연애 및 로맨스 관념을 살펴보기 위한 매개체로서 로

맨틱 코미디 영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크루트닉(Krutnik, 2002)

은 1980∼90년대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등장인물의 인종, 섹

슈얼리티, 나이 등을 다양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유동적인 친밀성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 장르란 전

통주의적 개념으로서의 이성애 일부일처제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친밀

성의 문화 간의 타협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장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카클라마니도(Kaklamanidou, 2013) 또한 신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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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의 로맨틱 코미디 내러티브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젠더와 장르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연구가 한국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특성을

지닌 TV 드라마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대상의 연구는 드라마 속 젠더 재현에 주로 주목하는 연구들과(최현주,

2008; 우린, 2010; 박은하, 2014),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여주인공 혹은 연

상녀-연하남 커플 등 특정 설정 하에 변화하는 연애관계를 논의하는 연

구들로(김지혜, 2014; 정지은, 2014)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남녀관계의 성(性)역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또한 주로 젠더 역학에 주

목한다. 박선아(2008)와 권은선(2012)은 영화 속 여주인공의 여성성을 분

석하고 있고, 김정훈(2013)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남성성 재현에 주목

함으로써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남녀 관계를 관찰해

냈다. 한편 송영성(2015)의 연구는 ‘청춘 코미디’라는 장르 명칭 하의

1960년대 영화들을 분석하면서 청년 주체와 연애결혼에 대해 논의한다.

이처럼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젠더 재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애하기의 실천적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로맨스 콘텐츠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

이 소수의 특정 TV 드라마를 텍스트로 삼는 과정에서 맥락적이고 통시

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

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한국에서의 연애가 어떻게 실천되거나 표상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좇아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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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한

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에 대한 담론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연애를 어떻게 재현해왔는가?

1-1. 각 시대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캐릭터, 관습은 어

떤 특성을 지니는가?

1-2. 각 시대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텍스트적 특징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연애하기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2. 2008년 이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캐릭터, 관습은 이전

영화들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가?

3. 이러한 재현의 변화 및 특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에 대해 어떠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가?

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상으로 삼는다. “매스 미디어와 학

문, 예술이 생산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산물들은,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스스로를 (자기)관찰하는 대표적 형식들”(Luhmann, 1997: 김

홍중, 2015 재인용)로, 영화는 다양한 사회의 자기관찰과 담론들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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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애 담

론을 고찰하기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가장 적절한 텍스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영화를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시기적인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2008년은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기로, 이 사

건을 계기로 세계가 “신봉하던 신자유주의시대의 모든 철칙들은 한순간

휴지조각이 되었으며”16),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키워오던 많은 모순들

이 터져나왔다. 한국 사회 또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친밀성 영역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다음 장부터 논의하겠지만,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TV 드라마가 가난한 여성이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는 서사를 주로 다뤄온 것과 달리,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서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가난이나 계급의 문제가 로맨스에 개입하지 않

는다는 특징을 지녀왔다. 남녀가 화려한 도시를 배경으로 낭만적 데이트

를 하는 모습으로 연애를 그려온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를 시작으로

주인공들은 보다 소시민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

에 들어서면서는 먹고살기의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즉,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더욱 가시화된 먹고 살기의 문제는 사회의 친밀성 구

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영화의 재현에도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도 TV 드라마보다 영화가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앞선 장르 분석에

따르면 멜로나 스크루볼 코미디의 요소도 모두 골고루 갖고 있어 엄밀하

게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해서 보기 힘든 경향이 있다.17) 또한 드라마는

16) 참세상 (2013, 6, 18). “부자들의 사회주의와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

서”. <참세상>. URL: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

nid=70714

17) 드라마의 전반부는 캐릭터의 익살성과 슬랩스틱 코미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스크루볼 코미디의 성격이 강한 반면, 극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서적 과

잉이 나타나는 멜로드라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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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대중성과 공영성의 책임을 지니기에 소재나 표현의 측면에서 한계

를 지니는 반면 영화는 좀 더 폭넓은 표현을 통해 연애를 다양하게 조명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화는 통시적 시각을 취하기에

용이하기도 하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직

접적인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고 있으면서도, 보다 명확한 담론분석을

위해 지난 60여 년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사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

다. 즉,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플롯, 캐릭터, 관습 등에서

이전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연애하기의

특수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두 개의 코퍼스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담론분석의 직접

적 대상이 되는 영화들로, 200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개봉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다. 우선 장르 영화란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그 목

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관객을 확보한 영화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잘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흥행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

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18)의 공식 통계19)에 따

라 당해 흥행순위도 20위 안에 든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 그 중,

결혼과 분리된 단계로서의 연애하기라는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관계

를 다루는 영화들을 제외했고, 노년의 연애를 다루는 영화가 한 편20) 뿐

이어서, 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해 이도 제외했다. 즉, 젊은 미혼 세대가

연애의 가장 활발한 주체이자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조응하는 연

애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남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

는 연애관계가 주요한 설정인 영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영화가 지닌 가치나 영화사에서의 경중이 오로지 흥행성으로만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집계된 극장 관객 수와 상관없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거나 유의미한 논의점을 제공하는 영화들이 존

18) www.kobis.or.kr

19) 2015년 10월 기준

20)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추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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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그래서 영화 비평, 선행 연구, 신문 기사 등과 더불어 연구자 본

인의 체감을 반영해 몇몇 영화를 추가했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총

18개의 영화가 연구 대상이다.

제목 연도 감독

6년째 연애중 2008 박현진

7급 공무원 2009 신태라

청담보살 2009 김진영

시라노; 연애조작단 2010 김현석

쩨쩨한 로맨스 2010 김정훈

김종욱 찾기 2010 장유정

오싹한 연애 2011 황인호

위험한 상견례 2011 김진영

티끌 모아 로맨스 2011 김정환

나의 PS파트너 2012 변성현

러브픽션 2012 전계수

남자사용설명서 2012 이원석

연애의 온도 2013 노덕

슬로우 비디오 2014 김영탁

플랜맨 2014 성시흡

오늘의 연애 2015 박진표

위험한 상견례 2 2015 김진영

뷰티 인사이드 2015 백감독

표 2. 연구 대상인 2008년 이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두 번째 코퍼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로맨틱 코미디의 텍스트 변화

및 연애하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영화들로 최초의 코미디 영

화가 개봉되었다고 기록된 1956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들이다.21) 첫 번째 코퍼스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22), 관객수 기

21)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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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없는 1970년대 이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미하게

논의되고 있는 작품들을 선정했다. 총 79개의 영화가 대상이며 이를 가

지고 4장에서 플롯, 캐릭터, 관습의 특징을 바탕으로 시대별 연애의 특성

을 정리해본다. 또한 이를 통해 본고의 연구 대상인 2008년 이후의 로맨

틱 코미디와 연애하기가 어떠한 역사와 지형 위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맥락적 이해를 심화해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1. 텍스트 분석

영화의 장르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플롯, 캐릭터, 관습, 도상을 들 수

있다(Schatz, 1981/1995). 플롯은 영화의 전개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를 분석함으로써 연애 관념에 대한 전반적 인식 파악이 가능하다. 캐릭

터는 연애하는 개인의 개인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

므로, 연애주체의 개인성과 그 시대가 특정 가치를 부여하는 남성성, 여

성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관습이란 강한 장르 구속성을 지닌 요

소이면서, 구체적 에피소드와 미장센을 통해 사회반영적인 성격을 지닌

다. 따라서 관습은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담론들을 이끌

어내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도상은 영화 속 이미지의 활용을 볼 수 있는

요소인데, 한국 로맨틱 코미디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요소로 여겨지며 도상에 대한 분석은 기호학적 해석을 요구해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제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2) 통합전산망이 구축된 2003년부터는 전국관객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연감에 표기된 서울관객수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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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롯, 캐릭터, 관습을 영화 텍스트의 구성요소로서 분석하면서, 여기

서 발견되는 질서와 문법을 통해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플롯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은 기본적으로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에 대

한 오해와 갈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결합하게

된다는 양식을 지닌다. 윤성은(2011)은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적 단계에

서 발견되는 세 가지 플롯을 제시하고 자의식적 단계에서 이 중 한 가지

플롯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성은 스스로도 서술하

고 있듯이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경우, 고전적

단계가 짧고 실험적 단계, 고전적 단계, 자의식적 단계가 혼재되어 나타

난다는 특징을 지녀 단계적 플롯 변화 구분법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윤성은의 분류법을 참고로 하되, 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발견되는

플롯 패턴을 5가지로 설정해 연구 대상 영화들을 분류해본다.23) 어떤 시

기에 어떤 플롯이 많이 나타나는가를 통해 개인적 서사로서의 연애에 대

한 체험과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유형 구성

A 커플 – 갈등 – 갈등 해소

B 커플 – 갈등 – 이별 - 재결합

C 만남 – 갈등 – 결합

D 만남 – 갈등(1차) - 결합 – 갈등(2차) - 이별 - 재결합

E 만남 – 결합 – 갈등 – 이별 – 열린 결말

표 3.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23) 본 연구에서 B, C, D, E형으로 분류한 것은 윤성은(2011)의 분류법에서는

각각 A, B, C, C’(C의 변형)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A형은 윤성은의 플롯 논

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한국의 초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여겨져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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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

많은 기존 연구들이 여성 캐릭터의 재현에 주목해왔다(박선아, 2008;

권은선, 2012; 이화정,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한 젠더 재현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애하기의 실천적 측면에 주목하여 남녀 캐릭

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역할에 의해 정체화되기도 하므로,

캐릭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의 경우 캐릭터는 모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

인 도시인이라는 특성을 띤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올수록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연애관계에서의 역할 사이의 충돌 및 모순을 경험하

게 되는 양상이 영화에서 주요한 갈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윤성은(2011)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 고전적 단계의 여성 캐릭터들을

‘적극적이다’, ‘성격이 강하고 드세다’, ‘독립적이다’ 등의 성향으로 분류하

는데, 이런 모호한 형용사들로는 담론적인 논의로 확장시킬 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인격적 개인으로서의 면모와 경제적 개인

으로서의 면모를 함께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한 입체적 분석은 곧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개인성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3) 관습

영화의 관습은 동일한 유형의 에피소드 및 설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동일성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 자체에 유형화와 상징성을 내포

하고 있다. 그래서 관습은 사회 행동 양식에 대해 그 사회가 공유하는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으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관습은 연애

에 대한 합의된 이미지를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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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남과 데이트가 이루어

지는지, 주인공들 간의 갈등은 어떠한 계기로 발생하며 갈등 상황에서

인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결별이나 재결합의 장면은 어떤 식으로 재현

되는지 등을 주목하고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연애에 대한 환상

과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갈등에 대한 합의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시대에 어떤 관습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

로써 연애하기를 둘러싼 환상과 갈등을 시대적 맥락에 놓고 고찰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2. 담론 분석

앞서 담론이란 특정한 대상이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함으

로써 현실에 대해 설명해내는 언표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

라서 담론 분석은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개념이나

대상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어왔으며 어떠한 시대를 거

쳐 오늘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박명진, 2012, 14쪽)에 대해 분석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와 같이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담론분석은 구조주의적 언

어학을 뿌리로 두고 있다. 담론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적 질서를 이해하려

는 노력과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의 맥락에 놓고 바라보려는 노력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지는 것이다(박해광, 2007). 텍스트 속 언어는 “특유한 물

질성과 내적 질서”(박해광, 2007, 99쪽)를 가지게 되며, 이에 대한 특정한

접근법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독해낼 수 있다. 텍스트를 언어

구조로써 접근한 대표적 예는 프로프(Propp)의 민담 형태론이다. 프로프

는 신화를 통해 인간 정신 구조의 시원성을 밝히려 한 레비스트로스

(Lévi-Strauss)의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을 그대로 이어받아, 민담들에

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지닌 전형적 도식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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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민담이 역사적 시원성을 지님을 밝혔다. 바르트(Barthes)가 제

시하는 기호의 신화론이나 그레마스(Greimas)의 행위자 모델 또한 구조

주의적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이다.

미디어연구 및 문화연구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담론 분석은

이데올로기 분석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담론은 이데올로기가 물

질화하는 장”(박해광, 2003: 이기형, 2006 재인용, 120쪽)으로, 문화연구는

텍스트가 지닌 문법과 의미를 가지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에 주목함

으로써 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페어클

라우(Fairclough)와 반 다이크(van Dijk) 등이 주도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은 이러한 의식 하에 담론 분석을 정교화하려는 노력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적 구성물로서의 담론을 언어적 차원에서만 분석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적 구조의 언어적 특징을 지닌 대상으로써 바라

본다(박해광, 2003).

이처럼 사회문화적 차원과 담론의 관계에 주목하는 비판적 담론 분석

은 분석의 세 가지 층위를 제시한다(박해광, 2007). 첫 번째는 텍스트의

층위로, 텍스트가 지닌 내용과 형식, 언어적 질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플롯, 캐릭터, 관습을 영화가 지닌

언어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살펴봄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층위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층위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으로, 텍스트와 사회

적 실천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텍스트 및 담론의 생산 및 해석에 대

한 사회적인 인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텍스트의 층위에서 발견된 내

용에 대해 이론화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4장과 5

장에 걸쳐서 각 시대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해석과 인식

이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담론적 실천의 층위를 살펴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위는 사회적 실천으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문

제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담론의 사회적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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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락’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근대와 후기자본

주의 시대의 사랑에 대한 관념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

및 친밀성 영역의 변동을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

해서이다. 이를 통해 영화라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만 함몰되지 않고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를 사회적 실천의 차원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신

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의미를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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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의 변화

제 1 절 1950년대: 가부장제 구조와 자유연애 사상의

경합

1950년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던 한국 사회는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

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적 동향과 더불어 급속한 미국화와 근대화를 통해

생활의 풍속도 격변을 겪고 있었다(김미현, 2006).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대중매체의 보급을 통해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영화도 생산량이 급증하

면서 중흥기를 맞이했다(이영일, 2004). 이때의 장르영화란 아직 미분화

된 상태로 크게 사극과 현대극 정도로 구분되었으며, 현대극에서는 멜로

드라마와 희극영화가 대중적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김미현, 2006). 그

중 희극영화는 1956년부터 급작스럽게 많이 제작되어 1958∼59년은 희

극영화의 붐이 일어났다. 희극영화는 개인의 일상을 비추는 ‘풍속의 거

울’이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견해에 주목했는데,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이

러한 희극영화의 특성과 함께 탄생했다.

이런 배경 하에, 한국 초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는 전근대적인 윤

리적 가치를 전달하는 보수성과 이제 막 가속화된 서구화 및 근대화의

움직임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먼저 이 시기 영화의 플롯은 전형적인 할

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나 스크루볼 코미디 플롯을 따르는 것으로, 남녀가

처음 만나서 어떤 계기로 서로 얄미워하거나 오해하고 있다가 점차 서로

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여사장>(1959)

은 이런 플롯의 전형이다. 잡지사의 사장인 안나(조미령 역)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용호(이수련 역)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 용호가 안나의 잡

지사에 신입 기자로 들어오면서 재회한다. 성격 차이로 갈등을 거듭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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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점차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또 다른 플롯의 특징은 결말이 가족의 통합과

행복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자유결혼>(1958)에서는 세 자매의

결혼 문제가 부모의 적절한 중재 하에 잘 마무리되고, <청춘쌍곡

선>(1956)과 <3인의 신부>(1959)의 형제들은 각자의 신붓감을 찾아 어

머니에게 인사시키는 결말을 통해 화목한 가족을 완성시킨다. <여사

장>(1959)에서는 안나가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고 그녀가 운영하

던 회사를 용호가 대신 운영하면서 더욱 번창한다는 결말을 통해 가부장

제를 정상적 이데올로기로 옹호한다. 이처럼 연애의 서사는 가정을 이루

고 세대를 이어나감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나 가

부장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플롯 유형 영화

A <오해마세요>

B <자유결혼>

C <청춘쌍곡선>, <여사장>, <3인의 신부>, <청춘배달>

D

E

표 4. 195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캐릭터 또한 전통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여사

장>(1959)의 여주인공인 안나는 로맨틱 코미디 여성 캐릭터의 전형을 만

들어낸다. 안나는 “의상이나 화장법, 대화방식,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일정한 교양과 격식을 갖”추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적이며 남성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모던 걸”(장병원, 2013)이다.

<청춘쌍곡선>(1956), <자유결혼>(1958), <청춘배달>(1959)에서도 경제

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

한다. 이들은 구김 없이 자라 밝고 명랑하며 부모와도 격식 없이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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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 남

주인공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로맨스 관계를 주도한다. 이들

과 짝을 맺는 남성 캐릭터는 유순하고 젠틀한 성향을 보여준다. 플롯이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 호응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남성 캐릭터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 여성을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며 다정한 인물로

묘사된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청춘쌍곡선 알 수 없음 무직

오해마세요 회사원 회사원

자유결혼 가정교사 무직

여사장 기자 잡지사 사장

3인의 신부 회사원/우체부/웨이터 무직/무직/댄서

청춘배달 악사 대학생

표 5. 195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그런데 남녀의 로맨스가 진행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법

을 배우게 되고 유순해진다. 여성 캐릭터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거

나, 고등교육을 받아 경제적 활동을 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

화의 해피엔딩이란 여성이 현모양처의 지위를 갖고 경제적 주체성을 잃

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근대적 젠더 분업체계 및 가부장적 질서의 유지

가 친밀성 영역의 정상화 상태인 것이다.

한편 이 시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희극영화 전통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할리우드 장르 문법에서도 로맨틱 코미디보다 코미디성이 강화된

스크루볼 코미디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물들 간에 탁구공을 주고

받듯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시대풍조를 환기시키거나 풍자하기도 하고,24) 개개인

24) <여사장>(1959)에서는 안나가 사장이고 다수의 여직원들로 구성된 잡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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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다양한 생각이 교류된다. 그 중 부모와 자식이 연애에 대해 토

론하는 장면도 빈번히 볼 수 있는데, <자유결혼>(1958)의 한 장면은 당

시 연애에 대한 관념을 엿보게 해준다.

명희 : 도대체 아버지는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 연애결혼도, 중매결혼도 아닌 것.

...(중략)...

아버지 : 즉, 결혼 적령기가 된 자녀를 둔 부모는 먼저 적당한 후보

자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택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덜

하거든. 왜냐하면 부모들은 결혼에 대해서 경험자니까. 말

하자면 이게 중매의 과정이란 말이야.

명희 : 그리곤 그들을 교제시킨단 말이죠?

아버지 : 그렇지. 그들이 교제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두는 동

안이 말하자면 연애의 과정이지.

명희 : 결국 연애를 중매하는 셈이군요. 결혼을 중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 오, 참 그렇구나. 연애를 중매하는 셈이야. 어때, 내 이론

이? 진보적이지?

명희 : 초진보적이죠.

이 시기의 자유연애란 곧 자유결혼과 동의어로, 연애는 결혼이라는 목

적지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란 전통

사회에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중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연애를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

식하고 그 과정을 연애 당사자들 간의 사적 영역으로 존중하려는 “초진

보적”인 의식이 발견되기도 한다.

에 용호를 비롯한 남성들이 면접을 보러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데, 이를 통해

물질주의와 허영에 빠진 여성들에 대한 풍자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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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유연애라는 사상이 전반적인 모티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

부장제 구조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 5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의 경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연애주체는 전통적 윤

리와 신문물의 풍속 사이에서 발랄하고 유쾌한 연애를 보여줌으로써 새

로운 사회의 역동성을 표상한다.

제 2 절 1960년대: 신문물과 새로운 사고방식

1960년대, 구체적으로는 영화법25)이 제정된 1963년부터 1971년까지는

연간 100∼200편의 영화가 제작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된다.

특히 이 시기는 ‘장르영화의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의 장르에 있어

서 양적·질적인 확장을 이루어냈다(김미현, 2006). 따라서 로맨스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장르적 특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플롯 유형 영화

A

B

C
<청춘교실>, <특급결혼작전>, <연애졸업반>,

<남자 미용사>, <남자 식모>, <남자와 기생>

D

E

표 6. 196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25) 1963년 제1차 개정 영화법은 기업화 정책과 외화 수입 쿼터제를 구체화했

다. 이로써 기업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화 제작 시스템이 마련되었

고, 외국영화 수입에 자격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산 영화 제작이 장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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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자면, 196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 플롯은 기본

적으로 모두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해 오해와 갈등을 거쳐 행복한 결말을

맺는 C형을 따르면서도 크게 두 갈래의 이야기로 나뉜다. 첫 번째로

1960년대 초중반 ‘청춘영화’ 장르의 일부 영화들이 청춘남녀의 연애담을

다루면서 로맨스 내러티브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춘영

화는 “서양문화를 소비하고 동경하며 자라난 젊은 관객층이 아카데미 극

장 주변의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서 유행을 일으켰다”(김미현, 2006, 171

쪽).

청춘영화 속 남녀 캐릭터들은 50년대와 유사한 경향을 띠면서도 청춘

특유의 보다 발랄한 감정을 표현해낸다. <연애졸업반>(1964)의 여주인공

신자(엄앵란 역)는 부유한 집안의 여대생으로 밝고 사랑스럽다. <특급결

혼작전>(1966)의 윤정(태현실 역)은 똑부러지는 의대생이다. 두 여주인

공은 자신의 연애 및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선택한 상대에게도 솔직한 태도로 마음

을 표현한다.26)

그러나 청춘영화는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것은 아니며, 청년들의 좌절과 방황 등이 하나의 중요한 정서적 축으로

다뤄지고 있다.27) 이는 5.16 쿠데타와 한일회담을 거치며 민주주의적 가

치의 상실을 경험한 4.19세대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김미현,

26) 신자는 자신이 좋아하게 된 남성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의식하여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윤정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이를 탐

내며 접근하는 의사와 변호사를 정략결혼 후보자로 만나게 되지만, 이들 사이에

서 꼼꼼히 저울질을 해본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 자신을 고학생으로만 알고 있

는 권투선수 석훈(남석훈 역)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짝으로 선택하

는 과감하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27) 청춘영화 중에는 <맨발의 청춘>(1964, 김기덕), <초우>(1966, 정진우) 등과

같이 부모세대와 화해하지 못하고 계급의 벽에 부딪히는 청년들의 좌절이 그려

진 영화들도 많다. 본 연구는 청춘영화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성격이 두드러

지는 영화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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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러한 청춘영화의 경향은 1970∼80년대의 유신정권 하의 청년들

의 정서를 담으면서 그 맥을 이어나간다.

두 번째 갈래는 희극영화의 전통에서 완전히 분화되지는 못한 채 로맨

스가 다뤄지는 경우이다. <남자 미용사>(1968), <남자 식모>(1968), <남

자와 기생>(1968)에서는 남자가 여자 변장을 하거나 여자 직업군에 들어

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로맨스를 겪게 되지만 남자

의 신분 위장으로 인해 결실을 이루지 못하다가 모든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두 사람이 결합하는 이야기이다.28) 이들 영화의 남주인공은 전통

적인 남성에 대한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각

영화에서 남자는 미용사, 식모, 기생 등 전통적으로 섬세하고 가정적인

면모가 요구되는 노동을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해보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주인공의 공감을 얻어 사랑을 쟁취

한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청춘교실 대학생 대학생

연애졸업반 가수 대학생

특급결혼작전 권투선수 대학생

남자 미용사 식모→미용사 식모

남자 식모 식모→회사 전무 무직

남자와 기생 기생→회사원 기생→옷가게 주인

표 7. 196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한편 서양문화를 소비하고 동경하며 자라난 60년대 관객들에게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신문물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는 창구처럼 기능한 것

28) 전반적으로 코미디의 성격이 더 짙긴 하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성변장 소재

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로맨스가 중요한 플롯의 동력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로맨틱 코미디로 범주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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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아래는 <연애졸업반>(1964)의 도입부 나레이션이다.

NAR : 여기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챰스쿨.

챰은 영어로 매력이요, 스쿨은 학교니까 말하자면 매력학교

라고나 할까?

아가씨들에게 멋내는 방법을 배워주는 학교지요.

“챰스쿨”에서는 여자들의 표정과 화장하는 법, 서고 앉을 때의 포즈,

옷맵시 등 자신의 신체를 가꾸고 통제하는 법과 더불어 키스의 종류와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여기서 공부한 신자는 양장점에서 “새로 나온 잡

지 안 보셨나봐요? 금년도 스타일은 라그랑으로 되돌아왔어요”라고 말하

며 세련되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뽐낸다. <남자 미용

사>(1968)에서도 남주인공 형구(구봉서 역)는 프랑스에서 온 ‘앙드레’ 행

세를 하면서 다양한 미용법을 프랑스식이라고 소개한다. 사실 그 미용법

은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손님들이 프랑스식이라는 설명 하나에

설득되고 매료되어 이상한 스타일을 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웃음

을 자아낸다.

인물들이 서구 문물을 동경하면서 소비하는 모습은 1950년대부터 발견

된다.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서울

의 휴일>(1956, 이용민)에서 인물들은 “오늘 우리 랑데부의 플랜은 어떻

게 되죠?”, “당신은 너무나 에고이스트예요”처럼 영어 단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는 등 서구 문화를

즐기는 데이트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이 60년대 영화에서

청춘 남녀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지고, 서구문화를 동경하는 세대가 관객

층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습적 특징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 특유의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도 소비주의적 데이트문화와 사랑의 낭만성을 강

화한다. 60년대의 관객들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연애문화를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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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애에 대한 환상을 형성했을 것이다. 더불어 성변장 소재로 성역

할의 전도를 일으키는 시도를 통해 유교문화의 잔재로서의 남존여비 사

상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변

화를 짐작케도 한다.

제 3 절 1970∼80년대: 순수와 열정의 발산으로써의

연애

1970∼80년대는 전반적으로 강한 정권 하에 통제와 번민의 시대였다.

1972년에는 유신헌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에 장기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

자 신군부 정권이 들어섰다. 이 시기 영화들은 검열 제도의 강화로 인해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사회적 발언이나 역사의식을 드러내

기도 어려웠다. 더불어 1966년부터 전국 단위의 방송이 시작되는 등 TV

방송 문화의 보급과 발전으로 인해 영화산업은 침체기에 놓이게 된다(김

미현, 200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 ‘호스티스물’29)이다.

70∼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은 로맨틱 코미디의 서사 구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이 시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

생인 두 남녀가 만나서 남주인공이 먼저 사랑에 빠지고 여주인공은 그

마음을 가늠해보다가 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플롯이 많다. 그런데 결합

이 이루어지더라도 결말에는 비극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29) 호스티스물은 도시의 타락한 여성들을 주인공 삼아 이를 비극적 정조와 관

음증적 시선으로 묘사하는 장르인데, 사회 주변부적 존재인 호스티스를 다룸으

로써 영화의 오락적 기능 속에 사회문제를 건드려보려는 일말의 시도였다고 평

가되기도 한다(하길종, 1978: 김미현, 2006 재인용). 호스티스물은 80년대 3S정

책 하에 확산되었던 에로티시즘 영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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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보들의 행진>(1975)에서는 주인공 남녀와 함께 어울려 다니

던 주조연급의 친구가 영화 후반부에 권태와 우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하는 장면이 나온다. <진짜 진짜 잊지마>(1976)와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은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결말이 난 경우이다.30)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그저 패배와 좌절감

이 아니라 들끓는 청춘의 마음이고, 연애 서사는 전반적으로 즐겁게 다

뤄지거나 결말에서 로맨스에 대한 낙관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로

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플롯 유형 영화

A <고교 우량아>

B

C

<바보들의 행진>, <진짜 진짜 미안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푸른 교실>, <고교얄개>,

<남궁동자>, <병태와 영자>,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기쁜 우리 젊은 날>

D

E <진짜 진짜 잊지마>, <모모는 철부지>

표 8. 1970∼8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의 성장기이기도 했던 70

∼80년대에는 신예 감독들에 의한 새로운 영화적 경향이 등장하기도 했

다(김미현, 2006).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하이틴영화와, 60년대 청춘

30) <진짜 진짜 잊지마>(1976)는 남녀 주인공이 아직은 어리다는 이유로 미래

를 약속하고 헤어졌다가 남자가 군 제대 후 다시 여자를 찾았을 때 여자가 그

사이 병으로 죽고 어른들이 안타까워하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E형의 특

징을 보여준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은 여주인공이 죽기는 하지만 그 죽

음이란 대학생부터 시작된 남주인공의 짝사랑이 오랜 시간 지나서 결실을 맺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C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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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지류를 이어나간 영화들은 이 시대의 청춘 군상들을 다루면서 시

대에 대한 순수와 저항의 주체로서의 청년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

서는 그 청년상을 ‘달리는 청춘’이라는 기표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이 시

기 영화 속 인물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기준에 맞춰지기를 거부하

며 자신의 주관대로 힘차게 살아간다. 하이틴영화의 주인공들은 사고뭉

치, 말괄량이로 통하며, 늘 유쾌하고 힘이 넘친다. 청춘영화 속 대학생들

은 이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청춘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꿈에 대해 토로한다. 이들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옥죄는

사회의 답답한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바보들의 행진 대학생 대학생

진짜 진짜 잊지마 고등학생 고등학생

진짜 진짜 미안해 고등학생 고등학생

너무너무 좋은 거야 고등학생 고등학생

푸른 교실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교얄개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교 우량아 고등학생 고등학생

남궁동자 고등학생 고등학생

병태와 영자 대학생 대학생

모모는 철부지 대학생 대학생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대학생 대학생

기쁜 우리 젊은 날 회사원 인쇄소 직원

표 9. 1970∼8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70∼80년대 영화들은 학교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씩 이탈한 청춘 군상

을 다루면서 이들의 자유와 엉뚱함, 재기발랄함을 표현하는 관습적 장면

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청년들이 거리를 달리는 장면

이다. <바보들의 행진>(1975)의 도입부에는 배경음악으로 송창식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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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가 흘러나오면서 청년들이 경찰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이 나온다. 극

의 중반부에서 주인공들은 거리를 달리면서 이 행위를 “한국적 스트리

킹”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활기찬 움직임은 후속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병태와 영자>(1979)에서도 반복된다. 군복을 입은 병태(손정환 역)와

면회 온 영자(이영옥 역)는 깔깔 웃으며 활기차게 행진을 한다.

또한 인물들이 수업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자유분방함이

표현되기도 한다. <고교얄개>(1977)의 얄개(이승현 역)와 <미미와 철수

의 청춘 스케치>(1987)의 철수(박중훈 역)도 수업 시간에 선생이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해 학생들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이들의 청춘은 영화 속에서 종종 미래를 꿈꾸거나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고교얄개>(1977)에서 얄개는 면도기를

사용하며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진짜 진짜> 시리즈의 인물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연애를 어른이 되는 하나의 방법처럼 생각한

다. <바보들의 행진>(1975)과 <병태와 영자>(1979)에서 인물들은 종종

“갈매기의 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꿈이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마음속에 꿈틀대는 희망과 성장을 담은 메타포로 언급된다.

그리고 친한 친구의 비극은 주인공들이 꾸는 희망을 좌절케 하거나 불

지피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바보들의 행진>(1975), <미미와 철수

의 청춘스케치>(1987)에서는 모두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사이의 우정 구

도를 설정하고 있다. 주조연급 남자 캐릭터는 주인공 남녀에게 우정의

대상이자 청춘의 표상처럼 등장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고교

얄개>(1977)에서도 얄개와 인숙(강주희 역) 사이의 로맨스만큼이나 집안

이 어려운 친구 호철(김정훈 역)과 얄개의 우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70∼8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에서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장르 관습이나

주인공의 연애 과정이 다른 시기의 영화에 비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캐릭터가 지닌 청년으로서의 주체성이 더욱 주요하게 다

뤄지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속 인물들에게 연애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부조리로부터 도피하거나 속박을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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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10대들은 어른들을 피해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청춘영화의 대학생들은 연인과 함께 “존재

의 가벼움을 만끽”(이상용, 2012)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답답한 사회적 현

실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 영화의 남주인공들은 열렬한 짝사랑의 주

체이기도 하다. <바보들의 행진>(1975), <병태와 영자>(1979), <모모는

철부지>(1980),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에서 남주인공은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주인공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여자는 가진 것은 꿈

과 열정뿐인 남주인공을 결혼 상대로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며 집

안에서 정해준 남자와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남주인공은 이에 아

랑곳 않고 짝사랑을 지속한다. <모모는 철부지>(1980)의 모모(전영록

역)는 말자(이미숙 역)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바다에 뛰

어들겠다고 하거나 대학가요제에 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의 영민(안성기 역)은 대학생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 혜린(황신혜 역)을 짝사랑한 끝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

그리하여 거리를 달려나가는 청춘과 열렬한 짝사랑의 두 이미지는 결

합해 뜨겁고 순수한 청년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현실의 제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약속하는 청년의 모습은 당장은 가진 것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청년의 모습과 겹쳐진다. 즉, 이 시기

영화 속 연애는 청춘에게 제약을 가하는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항해 자신

의 열정과 순수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려진다. 게다가 이 시기

로맨스 영화는 호스티스물 및 에로물과 하이틴영화 및 청춘영화로 나눠

지는데, 남녀관계의 섹슈얼리티가 전자의 장르에 국한되어 다뤄짐으로써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후자의 영화들에서는 낭만적 사랑의

순수성이 배가되어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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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1990년대: 도시남녀의 도발적이고 쿨한 연애

1990년대 민주화의 도래와 문민정부의 수립이라는 사회정치적 변화는

보다 자유롭고 다양화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신세대’는 새 시대

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문화적 정체성이다. 신세대 문화의 핵심은 “권위

주의적이고 허위적인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창조적인 개성에 대한 내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정성호, 2006, 24쪽)이다. 이들은 일탈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소비문

화를 형성했으며, 개방적인 성의식과 탈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주체

였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산업은 신세대 관객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신씨

네, 명필름과 같은 영화사들이 기획력을 발휘하고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

본이 투입되면서 대중의 취향과 욕구를 읽어낸 기획영화들이 새로운 입

지를 다지기 시작했다(김미현, 2006; 윤성은, 2011). 특히 <결혼이야기>

(1992, 김의석)는 코미디의 새로운 감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에

서 멜로드라마의 우세 속에 저평가되고 있던 코미디를 끌어올리고 엄숙

주의의 잣대를 벗어나게 만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김미현,

2006). 이 영화를 시작으로 남녀관계와 성, 취향 등에 대한 탐구를 다루

는 로맨틱 코미디가 늘어나고 대중과 조응하는 감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만남-갈등-

결합’의 구조를 띤 C형 플롯이 지배적인 가운데, 플롯 안에서의 많은 변

주가 존재한다. 그래서 C형 플롯이 전형적인 남녀의 만남에서 연애까지

의 과정을 보여줄 만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슴 달린 남자>(1993)와 <찜>(1998)은 주인공의 성변장으

로 인해 남녀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동성 간의 우정이나 오해를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꼬리치는 남자>(1995)는 남주인공이 개로 변해 있는 동

안 여주인공과의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사람으로 돌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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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말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로맨스의 분위기를 띠기도 한다. 남주

인공이 7명의 여자를 만나는 옴니부스식 구성을 지닌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도 마찬가지이다.31)

플롯 유형 영화

A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B

C

<가슴달린 남자>, <101번째 프러포즈>,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커피 카피 코피>, <닥터 봉>, <아찌 아빠>,

<꼬리치는 남자>, <코르셋>,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패자부활전>,

<미술관 옆 동물원>, <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인연>

D <그 여자, 그 남자>

E

표 10.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한편 연애하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D형 플롯이 <그 여자, 그 남

자>(1993)를 통해 처음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 영화에서

자유로운 생활과 연인관계를 지향하던 주인공 창(이경영 역)과 은(강수

연 역)은 옆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다. 둘은 우연한 계

기로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각자 민망함에 잠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척하다가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며 지내게 된다. 하지만 몇몇 사건을 계

기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전히 자유분방한 성격

31) 이 영화를 하나의 로맨틱 코미디 서사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결혼하게 되는 여주인공이 그 전의 에피소드들

에서도 주변 인물처럼 등장하고 남주인공과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갖는다는 점

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C형 플롯으로 분류했다.



- 62 -

으로 인해 서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별한다. 이후 서로를 그리워하던

둘은 재회하고 연인 사이로 돌아간다. 이러한 D형 플롯은 남녀의 첫 만

남부터 연인으로의 발전 과정, 연애관계에서의 애정과 갈등, 이별, 그리

고 부재의 시간과 재회까지 연애서사의 모든 면면들을 보여준다. “우리

시대의 사랑”32)을 보여준다는 설명처럼 현대사회 연인의 경험을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내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그 여자, 그 남자 기자 간호사

가슴달린 남자 회사원 회사원

101번째 프러포즈 회사원 첼리스트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PD PD/번역가

커피 카피 코피 광고회사 직원 광고회사 직원

닥터 봉 치과의사 작사가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회사원 회사원

아찌 아빠 경찰 무직

꼬리치는 남자 향수감별사 배우지망생

코르셋 횟집 요리사 속옷 디자이너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작곡가 가발디자이너

패자부활전 수의사 사진작가

미술관 옆 동물원 무직 결혼비디오 촬영기사

찜 방송국 AD 조향사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의경→야구심판 대학생→배우

인연 회사원 회사원

표 11.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32) KMDb <그 여자, 그 남자>(1993) 줄거리 정보. URL: http://www.kmdb.

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4658&keyword=%EA%B7%B8%2

0%EC%97%AC%EC%9E%90%20%EA%B7%B8%EB%82%A8%EC%9E%9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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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의 주인공들은 주로 전문직에 종사한다. 이들은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남녀로 이들이 지닌 세련된 인상은 90년대 로맨틱 코

미디 영화가 보여주는 대범한 연애를 대변한다.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커

리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독립적이고 당찬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

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다움을 발산하고 인정받는 캐릭터로, 직

업군 내에서는 기가 세고 독한 모습 때문에 다른 남성들에게 인기가 없

는 것은 물론 남주인공까지 회피하기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33) 그러나

로맨스를 통해 스스로도 잘 몰랐던 연약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 남주인공들은 자유롭고 직설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능청스

레 허세를 부리는 캐릭터가 전형적이다. <그 여자, 그 남자>(1993), <사

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1993), <닥터봉>(1995), <맥주

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의 남주인공들은 자유로운 연애관계

와 성관계를 지향하며 카사노바적인 기질을 보인다. 이들은 능글맞고 유

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관심 있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즐긴

다.

성적 유희의 웃음 코드는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인물들의 수

위 높은 스킨십 및 베드씬과 함께 발견되는 재현 관습이기도 하다. <아

찌아빠>(1995)에서 미성년자인 여주인공은 “아저씨 좆도 나만해”라는 대

사를 서슴지 않고, <닥터 봉>(1995)에서 남자는 오이를 사고 있는 여자

에게 “그걸 먹기만 하나? 또 다른 데는 사용 안하나?”라며 놀린다. 성별

을 가리지 않고 남녀는 성에 대한 대담한 발언을 하고 이것이 매우 진보

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에서는 남주인공의 7번의 성경험을 통해 서사가 진행됨으로

써, 애인이란 존재는 곧 섹슈얼리티로 환원된다. 이렇게 로맨스에 섹슈얼

33) <커피 카피 코피>(1994)의 기찬(김병세 역)은 여장부 같은 지수(진희경 역)

가 “남자가 주는 술 넙죽넙죽 받아마시”는 모습에 학을 떼고, <누가 나를 미치

게 하는가>(1995)에서 종두(이병헌 역)는 여자친구 주영(최진실 역)이 자신보다

실적도 좋고 자신의 상사로 승진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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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가 당연한 전제로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부터이다.

남녀 간의 말싸움 장면 또한 이 시기 영화의 관습 중 하나이다. 남녀

주인공은 서로 원수 같은 사이로 만남을 시작해서 연애에 이르기까지 끊

임없이 서로를 괴롭히거나 싸우고,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자기주장을 고

집하며 부딪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여자, 그 남자>(1993)에서 창

과 은이 하룻밤을 보낸 후 은은 이것을 “즐거운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창은 “화대를 지불”하겠다고 하며 맞불을 놓는다. 이로부터 시작된 갈등

은 연애 후에도 지속된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자

신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불편한 요소로 느끼는 듯하다.

은 : 우리가 왜 같이 있는 거야?

우리는 엄연히 벽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도 따로 있고

각자의 세계도 따로 있고 생활도 따로 있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갈등 장면은 연애란 너무나도 다른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관계이기에 지속적인 타협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

시에 독립적인 도시남녀의 연애를 그려낸다.

이로써 이 시기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란 이전보다 세련되고 유쾌하고

깔끔한 것, <그 여자, 그 남자>(1993)에서의 대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쿨한 관계”34)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인물들은 연인에게 헌신하거나 의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고집한다. 연애는 그

들이 일터에서 발휘하는 전문성만큼이나 멋있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서로의 독립성과 강한 주관으로 인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은 끝없

는 말싸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마침내는 연인으로서의 타협에도 성공하

34) 90년대 영화 속 ‘쿨함’의 감각은 도시적인 배경과도 조응한다. 전문직을 가

진 인물들은 도심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의 인테리어는

이전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구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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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함으로써 캐릭터들은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공한

도시남녀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연애 과정에는 가족의 간섭이나 옛 연인

의 등장, 일에서의 실패와 같은 주인공 둘 관계 외부의 요소가 장애물로

개입하지 않는다. 영화의 서사는 자신의 자아 성장을 완성하는 여정으로

서의 연애 과정, 서로에 대한 쾌락적 욕구와 탐구로서의 연애 과정에만

집중한다.

제 5 절 2000∼2007년: 연애의 보편적 갈등과 환상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국영화는 검열의 폐지와 자유경쟁 시장으로의 전

환을 통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르네상스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된다(김미현, 2006). <JSA 공동경비구역>(2000, 박찬욱), <친구>

(2001, 곽경택), <태극기 휘날리며>(2004, 강제규) 등의 흥행 대작들은

천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더불어 스크린 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멀티플

렉스의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영화산업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맞이했다.

영화 콘텐츠의 세련화가 일어나고 관객의 기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영화 장르들이 발전해나갔다. 로맨틱 코미디 또한 본 연

구에서 다른 시기보다 코퍼스가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가 제

작되어 흥행을 거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플롯상의 가장 큰 변화는 D형의 증가

이다. 21세기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포문을 연 <엽기적인 그녀>(2001)가

D형 플롯을 잘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견우(차태현 역)는 지하철에서 그

녀(전지현 역)와 불쾌한 첫만남을 가지게 된 후 얼떨결에 연인이 된다.

두 사람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첫사랑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한

그녀는 견우에게 이별을 고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손을 잡는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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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플롯 유형 영화

A

B <색즉시공 2>

C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문의 영광>,

<색즉시공>, <동갑내기 과외하기>,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야수와 미녀>,

<미녀는 괴로워>, <청춘만화>

D
<엽기적인 그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35),

<내 사랑 싸가지>, <연애의 목적>, <B형 남자친구>

E
<싱글즈>, <광식이 동생 광태>, <작업의 정석>,

<달콤, 살벌한 연인>

표 12. 2000∼2007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D형 플롯을 통해 연애의 구체적인 과정이 그려지면서 연애의 갈등과

환상이 주요하게 다뤄지게 되었으며, 여기서 오늘날의 로맨스나 데이트

문화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규칙과 이벤트들이 발견된다. 그 중 2000년대

초반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재현 관습은 주인공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연인을 소개하거나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인정받는 장면

이다. <엽기적인 그녀>(2001)에서 견우는 그녀의 강의실에 찾아가 장미

꽃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고,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2003)의 태일(차

35)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는 플롯상의 이별 단계가 남주인공 명우

(장혁 역)의 죽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결합 단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던 여주인공 경진(전지현 역)에게 명우가 바람이 되

어 돌아와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씬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고, 마지막

에는 경진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남자(차태현 역)를 만남으로써 영화가 <엽

기적인 그녀>(2001)의 프리퀄임을 암시하며 로맨스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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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역)은 전교생이 지나다니는 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일매(손예진

역)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한다. 각 영화에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부

러워하거나 환호하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군중의 역할을 한다.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2004)에서 경진은 명우가 일하는 학교에 찾아와 여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언니 남자친구니까 건들면 언니가 죽여버릴 거예

요”라고 선언하고 학생들은 이에 질투와 부러움의 환호로 응답한다. <B

형 남자친구>(2005)의 데이트는 종종 여주인공의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

지기도 하고 친구들은 주인공들의 연애를 부러워하거나 참견한다. 이처

럼 인물들의 연애는 두 사람만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적인 장소

로 나오게 되었고, 언제나 주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관찰된다.

이것은 특히 잘생긴 남주인공이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스킨십을

하고 경제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의 로맨스 판타지처럼 그려진다.

2000년대 플롯의 또 다른 특징은 E형의 증가이다. E형은 결말에서 주

인공의 결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식이 동생 광

태>(2005)는 형 광식(김주혁 역)과 동생 광태(봉태규 역)의 이야기가 동

시에 진행되는데, 두 사람 모두 여주인공과의 결합 혹은 재결합이 없다.

그 중 광식은 대학 후배 윤경(이요원 역)을 오랜 시간 짝사랑하며 윤경

도 이를 눈치 채지만 서로의 소극적 성격과 상황으로 인해 조금씩 어긋

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연인이 되지는 못한다. <작업의

정석>(2005)과 <달콤, 살벌한 연인>(2006)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연인으

로서의 큰 결함36) 때문에 이별했다가 다시 우연히 재회했을 때는 서로

좋은 추억을 공유한 친구이자 동료처럼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끝이 난

다. 이러한 E형 영화들은 로맨스 서사가 언제나 결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연애의 실패가 70∼80년대처럼 누군가의 죽

음과 같은 운명적 비극을 동반하지 않고 연인의 의지와 결정에 의한 것

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6) <작업의 정석>(2005)의 남녀는 재미로 이성을 유혹하고 다니는 ‘선수’들이

고 <달콤, 살벌한 연인>(2006)의 여주인공은 살인을 저지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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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전반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90년대의 신세대적 연애

방식과 그것의 재현 방식을 이어오면서도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지닌 화려한 속성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화 속 캐릭터들이

다소 소박해지는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전문직 종사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7∼80년대 영화처럼 학생 지위의 주인공 또한 늘어났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엽기적인 그녀 대학생 대학생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은행원 학원 강사

가문의 영광 벤처기업 CEO 연구원

색즉시공 대학생 대학생

동갑내기 과외하기 고등학생 대학생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고등학생-대학생-검사 고등학생-대학생-회사원

싱글즈 증권맨 레스토랑 매니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교사 경찰

내 사랑 싸가지 대학생 고등학생

광식이 동생 광태 사진관 운영 무직/예술제본가

연애의 목적 교사 교생

작업의 정석 건축가 펀드매니저

야수와 미녀 성우 무직

B형 남자친구 무직(창업 준비) 대학생

미녀는 괴로워 프로듀서 가수

달콤, 살벌한 연인 대학강사 킬러

청춘만화 대학생 대학생

색즉시공 2 대학생 대학생

표 13. 2000∼2007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후반 <미술관 옆 동물원>(1998), <해가 서쪽에

서 뜬다면>(1998)과 같은 영화들에서부터 발견되어 2000년대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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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이어진다. 특히 <색즉시공>(2002)과 <색즉시공 2>(2007)의 캐릭터는

초라하기까지 하다. 두 편의 남주인공 은식(임창정 역)은 내세울 것 없는

늙다리 대학생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 그는 차력 동아리에

소속되어 자학적인 몸개그를 선보이거나 남이 먹다 만 더러운 음식을 먹

으며 찌질하고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각 영화의 여주인공인 은효

(하지원 역)는 생일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기를 혼자서 지

우고, 경아(송지효 역)는 부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로맨스가 가진 세련되고 화려한 이미지와 동떨어져있다.

또한 2000년대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의 뚜렷한 개성으로 인해 서로

갈등한다. <엽기적인 그녀>(2001)는 당시 엽기 신드롬과 맞물려 독특한

여성 캐릭터를 내놓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가 견우를 대하는 거친

방식과 엽기적인 행각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녀의 유

일성을 표현해준다. <내 사랑 싸가지>(2004)의 형준(김재원 역)은 제목

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칠고 ‘싸가지 없는’ 남자친구이고, <B형 남자친

구>(2005)의 영빈(이동건 역)은 흔히 B형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

는 성격의 장단점을 재현한다. 이러한 남주인공의 독특한 성격은 연애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D, E형 플롯의 증가, 소박하면서도 개성 있는 캐릭터의 등장을

통해 재현되는 연애의 다사다난한 과정은 곧 관객의 보편적인 연애 경험

에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누구나 연애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나 꿈꾸던 판타지를 영화가 포착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애관계에

서의 복잡한 로맨스 규범이나 규칙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미지

를 이 시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2000년대 전반의 영화로부터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2008년 이

후 영화의 전조를 발견하게 된다. 90년대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전반적으

로 당차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부딪혔다면, 2000년대의 캐릭터들은

저마다의 뚜렷한 개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인물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과 특수성, 그리고 그것이 연애관계에서 발현되는 과정이 스토리의



- 70 -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경향은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서 더 강화된다. 또한 연애가 둘만의 개인적 문제로 국한되어 있던 90년

대와 달리 2000년대의 연애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전시되는 것으로 변모

하는데, 이 또한 2008년 이후의 영화들을 통해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이

로써 2000∼2007년의 영화를 통해 본 연애하기는 90년대 신세대의 연애

하기와 2008년 이후의 연애하기 사이의 징검다리를 제공한다.

제 6 절 2008년 이후: 로맨스의 새로운 경향

2000년대 전반 영화산업의 약진에 힘입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는 천 만이 더 이상 그렇게 놀라운 수치가 아닐 만큼 관객의 수가 증가

했다. 2014년에는 최초로 영화산업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섰고, 영화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시될 정도로 영화산업은 완전히 대기업의 투자산업으

로 변모했다.37)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고 영화산업의 인적·기술적 자원이

발전함에 따라 블록버스터급의 특정 장르 영화들이 독보적 흥행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들은 소규모로 제작

되고 상대적으로 흥행률도 떨어진다.38) 그러나 비평의 영역에서 간과되

어 왔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비평이 종종 이루어질 정도로 세련된 화

법을 지닌 다채로운 매력의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39)

37) 김진희 (2015, 11, 22). 천만 관객 시대, 독립·예술 영화는? <KBS뉴스>.

UR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6326&ref=A

38)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화들 또한 당해 흥행 순위 20위 안에

서도 10위권 밖에 존재하는 영화들이 많으며, 유의미한 논의를 위해서는 순위권

에 들지 못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추가해야 했다.

39) 안시환 (2010, 10, 21). 로맨틱코미디여, 영원하라! <씨네21>. URL: http://

www.cine21.com/news/view/mag_id/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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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유형 영화

A <위험한 상견례>

B <6년째 연애중>, <위험한 상견례 2>

C

<쩨쩨한 로맨스>, <김종욱 찾기>, <티끌모아 로맨스>,

<나의 PS파트너>, <남자사용설명서>, <슬로우 비디오>,

<플랜맨>, <오늘의 연애>

D
<7급 공무원>, <청담보살>,

<오싹한 연애>,<뷰티 인사이드>

E
<시라노; 연애조작단>, <건축학개론>,

<러브픽션>, <연애의 온도>

표 14.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우선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이 다양화되어 A부터 E까지 고루 발

견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5∼60년대 이후 보이지 않았던 A형과

B형의 재등장이다. 이것은 서사의 시작부터 남녀 주인공이 연인임을 전

제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연애 과정에서의 갈등을 주 서사로 하고 있는

유형들이다. 특히 <위험한 상견례>(2011)와 <위험한 상견례 2>(2015)는

남녀 주인공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루

고 있어 90년대부터 로맨스 서사에서 결여되어 있었던 부모와 가족의 존

재를 재소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B형부터 E형에 속하는 영화들도 각 플롯의 전형성에서 조금씩

벗어나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6년째 연애중>(2008)은 오랜 기간 연인으

로 지낸 재영(윤계상 역)과 다진(김하늘 역)의 연애가 끝나가는 무렵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별한 두 사람은 결말에서 우연히 재회하는데, 이

재회가 재결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성이 감지될

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남녀의 첫만남부터 연

애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E형으로 분류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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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2009)과 <연애의 온도>(2013)의 경우에는 각 플롯에서

‘만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별’로 수정한 플롯에 해당한다. 즉, 원래 연

인이던 두 남녀의 이별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별한 남녀가 서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다가 재결합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연애의 온

도>(2013)는 몰래 사내연애를 하던 동희(이민기 역)와 영(김민희 역)이

헤어진 직후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대

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화해를 하고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연애는 순탄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

다가 결국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한다. 결말에서 동희와 영은 우연히 재회

하게 되고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세 번째 결합이 있을 것처럼 암시되기는 하지만 명

확하지는 않다. 이처럼 남녀가 한 번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겪은 갈등을 또 겪고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서사는 최근에 새롭

게 등장한 플롯 유형으로, 오늘날의 연애하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플롯의 전형성의 파괴는 회상 구조의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는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발견되는 관습이기도 한데,

첫사랑이나 옛사랑의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김종욱 찾

기>(2010),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건축학개론>(2012)에서는 두

개의 로맨스 서사가 진행된다. <김종욱 찾기>(2010)에서는 첫사랑에 대

한 강렬한 기억을 지닌 여자 지우(임수정 역)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첫

사랑 찾기 사무소의 기준(공유 역)과 만나면서 시작된다. 주 서사는 지우

와 기준 사이의 이야기이지만 지우의 첫사랑 이야기가 회상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끼어든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에서는 의뢰인의 짝사

랑이 이뤄지도록 각본을 짜 상황을 연출해주는 일을 하는 병훈(엄태웅

역)이 상용(최다니엘 역)으로부터 일을 의뢰받게 되는데, 상용이 좋아하

는 여자인 희중(이민정 역)이 병훈의 옛 연인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병훈과 희중의 과거 연인 시절의 추억과 함께 희중과 상용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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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진행된다.40) <건축학개론>(2012)은 주인공 남녀 승민(이제훈/엄태

웅 역)과 서연(수지/한가인 역)의 대학생 시절 시점과 10년이 지난 후의

시점이 교차전개된다.

캐릭터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들의 직업은 보다 더 구

체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인물들의 직업은 곧 캐릭터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일종의 페르소나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인물의 연애 방식에도 강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과 경제적 정체성의 상

호영향 및 통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급 공무

원>(2009)에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업은 직업의 기밀성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자아의 가면을 바꿔 써야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쩨쩨한 로맨

스>(2010), <나의 PS파트너>(2012), <러브픽션>(2012)처럼 창작을 하는

직업을 지닌 인물들은 자신의 마음과 연애 과정을 창작물에 녹여냄으로

써 자기서사로서의 연애서사를 형성해나간다. <플랜맨>(2014)에서 결벽

증을 앓는 정석(정재영 역)에게 끊임없이 분류하고 정리하는 도서관 사

서는 아주 적합한 직업이고, <슬로우 비디오>(2014)의 장부(차태현 역)

가 지닌 동체시력이라는 신체 조건은 관제센터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용

이할 뿐만 아니라 짝사랑하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그의 사랑 방

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

서와는 달리 인물이 직업을 수행하는 장면이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다뤄

지게 된다. <쩨쩨한 로맨스>(2010),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김종

욱 찾기>(2010) 등에서는 주인공의 직업 수행이 로맨스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청담보살>(2009), <플랜맨>(2014) 등에서는 캐릭터의

구체적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직업 수행 장면이 코믹하게 그려진다.

40) 병훈-희중과 상용-희중 중 어느 쪽의 이야기를 주 서사로 볼 것인가에 따

라 유형 분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훈을 주인공으로 보았고, 희

중이 병훈의 존재를 알아채고 사실상의 재회가 일어났음에도 재결합으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E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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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6년째 연애중 홈쇼핑 직원 출판사 직원

7급 공무원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직원

청담보살 경마공원 직원 무속인

시라노; 연애조작단 연애조작단 무직

쩨쩨한 로맨스 만화가 칼럼니스트

김종욱 찾기 창업가 뮤지컬 감독

오싹한 연애 마술사 마술 도우미

위험한 상견례 만화가 대학생

티끌 모아 로맨스 무직 무직

건축학개론 대학생→건축가 대학생→무직

나의 PS파트너 회사원→뮤지션 무직→속옥디자이너

러브픽션 작가 영화수입업자

남자사용설명서 배우 연출

연애의 온도 은행원 은행원

슬로우 비디오 관제센터 직원 뮤지컬배우 지망생

플랜맨 도서관 사서 알바생/뮤지션

오늘의 연애 교사 기상캐스터

위험한 상견례 2 경찰지망생 경찰

뷰티 인사이드 가구 디자이너 가구 판매업

표 15.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이러한 캐릭터 직업의 구체화는 90년대 영화들이 회사원이라는 폭넓은

직업군을 통해서 스토리를 보편화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

게 호소력을 지닌다. 직업의 측면에서나 성격의 측면에서나 아주 구체적

인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극의 현실감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극 속

인물이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실제 인물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구체적

인물이 만들어가는 독특한 연애서사는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현재의 청춘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성 캐릭터들은 조금씩 연약해져왔다. 90

년대의 허세 섞인 마초 캐릭터들은 90년대 말부터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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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 <엽기적인 그녀>(2001)의 견우 캐릭터의 등장으로 거의 사라진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영화들에서의 남성들은 연애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편이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건축학개론>(2012),

<플랜맨>(2014) 등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

고 연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7급 공무원>(2009), <청담보

살>(2009), <티끌 모아 로맨스>(2011) 등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설정하는 관습을 조금 더 짚어보자

면, 우선 영화의 비현실적 상황 및 판타지 요소의 설정이 있다. 이것은

때로는 다른 장르와의 결합으로 이어진다. <7급 공무원>(2009)에서는 액

션 장르가 가미되어 인물들이 러시아 마피아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클

라이막스를 구성한다. <오싹한 연애>(2011)는 여주인공이 귀신을 본다는

설정을 통해 공포 장르와 결합하고, 몇 번에 걸쳐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

을 보여준다. <슬로우 비디오>(2014)의 장부는 움직이는 물체가 느리게

보이는 동체시력을 가지고 있고 <뷰티 인사이드>(2015)의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변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의 개입은 주

인공들의 연애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서사상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

한다.

한편 인물들이 인연과 운명에 대해 강하게 믿고 있거나 두 사람의 만

남이 운명적인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한다. <청담보

살>(2009)에서 여주인공 태랑(박예진 역)은 자신의 액운을 막기 위해서

는 특정 사주를 지닌 승원(임창적 역)과 연애를 해야만 한다. <김종욱

찾기>(2010)의 지우는 첫사랑이 운명의 상대였다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

며 영화는 첫사랑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다룬다.

요약하자면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전반적으로 연애관계와

연애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도, 플롯의 전형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재현 관습을 통해 새로운 연애의 국면들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의 절들에서 각 시대별로 서로 다른 연애 양상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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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듯이,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새로운 텍스트적 특징은 오늘

날의 연애하기에 일련의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러한 텍

스트적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

화의 재현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의 연애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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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

제 1 절 경제적 연애 인간

1. 연애시장과 연애자본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여주인공 보나(이시영 역)는 일을 하느라

자신을 가꿀 줄도 모르고 연애도 못하는 인물인데, 어느 날 묘령의 남성

으로부터 ‘남자사용설명서’라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게 된다. 이 테이

프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으로 시작된다.

NAR : 열심히 우직하게 살다보니 어느새 성공하게 되었다는 세상은

20세기 때 벌써 문 닫았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세상의 반은 남자라는 사실. 쓸데없는 밥그릇 싸움

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고 남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 이 비디오 안에 있다는 거지.

일터에서 남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커리어를 가꾸고 성취해야 하

는 것처럼 남녀관계도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전제

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구애의 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적 관

계와 비인격적 관계가 동시에 강화된다는 루만의 말에서 더 나아가, 개

인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함으로써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듯하다.

‘결혼시장’이라는 말에서와 같이 친밀성의 영역에 경제적 논리가 동반

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일루즈(2011/2013)는 경



- 78 -

제학자 폴라니(Polanyi)가 제시한 ‘거대한 전환’41)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결혼 상대의 선택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사랑 선택이

공동체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이로써

자율적 규제의 기능을 갖는 결혼시장이 성립했다”(85쪽)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거대한 전환은 자연스레 결혼시장을 넘어서 연애시장으

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일에 공동체의 가치체계나

사회의 규범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연애>(2015)에

서 준수(이승기 역)는 여자친구와의 100일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던 와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된다. 이때 “연애에도 윤리란 게 있는 거야”라고 말하

는 준수는 여성들로부터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남자이자 연애불능자로 취

급받는다. 연애는 도덕과 규범이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오늘날의 공

유된 인식으로부터 준수가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결여한 연애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율

적 규제’란 어떤 것인가? 일루즈(2011/2013)는 현대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으로 ‘선택’을 꼽고, 이것이 연애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말한다. 개

인은 “대상을 평가할 때 참고로 하는 기준들이자 동시에 스스로에게 묻

는 양상, 곧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총동원해 결정

을 내리는 방식”을 일컫는 ‘선택 아키텍처(choice architecture)’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연애주체가 사용하는 선택 아키텍처는 어떤 것인

가?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비디오테이프는 보나에게 현명한 선택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NAR : 외모, 능력,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운, 유머, 건강, 희소성, 매

너, 정신력, 배려, 재산, 혈통, 현명함.

모든 조건을 90프로 이상 만족하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

41) “경제관계의 ‘거대한 전환’이란 자본주의 시장이 경제활동을 사회와 그 도덕

적이고 규범적인 기본 틀로부터 떼어내 경제를 자기규제의 시장으로 바꿔버려

결과적으로 사회를 경제에 예속시킨 과정을 뜻한다.”(Illouz, 2011/2013,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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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애시장에서 개인의 선택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

소는 개인이 가진 자질들이다. 개인은 연애시장 안에서 가장 최적의 상

품을 고르려는 탐색을 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희소가치를 확보하기 위

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계발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최근의 현

상만은 아니다. 집안이나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결혼 상대를 선택했던

과거에는 계산적 사고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는 개인이 지닌 양화될 수 없는 자질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됨과 동

시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연애시장에서 직접적인 투자자본으로

환원되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 외모는 시대를 불문한 모든 로맨틱 코미디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 왔다. 그런데 80년대 영화까지만 해도 주인공의 매력적인 외모가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90년대 이후부터는 <코르

셋>(1996), <야수와 미녀>(2005), <미녀는 괴로워>(2006), <뷰티 인사이

드>(2015) 등과 같이 이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주인공이 외모를 가

꾸는 장면이 주요한 모티프로 등장하거나 외모가 로맨스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조건임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아지고 있다.42) 즉, 외적 매력이라는

요소가 자기 가치를 높이는 투자자본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

다.

외모 외에도 영화 속에서 개인이 연인으로서 지닌 다양한 자질들에 대

한 주목이 증가하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주변 인물보다 전반적으로 더 빛나는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었던 추세가

이제는 점차 그 인물이 연인으로서 지닌 구체적 성격과 특징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영화 속 인물들이 지

42) <미녀는 괴로워>(2006)나 <뷰티 인사이드>(2015)는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

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외모가 로맨스의 달성에 극적

인 역할을 함으로써 관객들은 반대 메시지로 해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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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직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회사원이

자주 등장한 90년대 영화와 달리 최근에는 <7급 공무원>(2009)의 국정

원 직원, <청담보살>(2009)의 무속인, <플랜맨>(2014)의 도서관 사서,

<뷰티 인사이드>(2015)의 가구 디자이너와 같은 다양한 직종이 등장하

고 있다. 그리고 직업은 곧 캐릭터를 설명하는 구체적 단서로써 인물이

연인으로서 지닌 자질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애시장 안의 개인들

은 연애 상대 및 후보자가 지닌 구체적 특성들을 중시하면서 상대를 판

단하고 가늠하는 과정에 열중한다.

또한 결혼시장에서 배우자의 성적 매력이 지닌 가치가 증가했다는 일

루즈(2011/2013)의 지적처럼, 성적 매력 혹은 성관계의 여부 또한 자본화

된다.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보나는 승재와 성관계를 가진 후 비디

오 매뉴얼의 설명에 따라 두 번째 성관계 시도부터는 거절을 한다. 이성

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본의 투자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나의 경우와 같이 대개의 경우 여성이 성관계의 결정 여부를

쥐고 있는 한편, 여성의 성경험 유무란 곧 여성의 시장 가치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남자사용설명서>(2012) 중 “잤네, 잤어.”라는

대사가 어록으로 꼽히며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된 바 있다. 이는

승재가 보나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던진 말인데, 이렇게 남

성이 여성의 사랑을 의심하는 장면에서 관습적으로 이 대사가 빈번히 사

용되는 것을 다른 수많은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43) <6년째 연애

중>(2008),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연애의 온도>(2013) 등에서

주인공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재판대에 세워지고

비난받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이다. 실제로는 남주인공이 바람을 피

웠거나, 여주인공과 다른 인물과의 성관계는 남주인공과 연애 중이지 않

을 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성경험은 그녀가 지닌 여성으

43) 팟캐스트 ‘씨네 나인틴’에서는 ‘잤잤(잤네 잤어)’이라는 코너를 통해 특정 여

화 속에서 남녀가 잤는가 안 잤는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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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가치 혹은 낭만적 사랑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44)

이와 같은 재현 관습은 젠더적 차원을 지니며, 연애시장에서 남녀가 지

닌 자본이나 자본의 활용 방식 및 가치가 매우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비디오 매뉴얼이 선택 아키텍처의 구체적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매뉴얼의 최종적 메시지는 또 다른

조언을 제시한다.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일차적 선택의 기준이 되어주

기는 하나 개인의 선택 아키텍처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NAR : 주위의 시선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주인공인가요?

이 세상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본 비디오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 사용에 따른 결과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시오.

결국 본질적인 선택 아키텍처는 개인의 ‘마음’이다. 연애 상대의 선택

에 있어서 모든 외부 참조체계가 힘을 잃은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내부의 참조 체계, 즉 자신의 마음뿐이며, ‘마음의 소리’가 연애시장의 강

력한 레짐이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에서 여주인공 브리짓이 일

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2008년 이후 한국

44) 심지어 <건축학개론>(2012)은 여주인공 서연(배수지 역)이 남주인공이 아

닌 학교 선배와 잤는가의 여부가 이 영화를 둘러싼 관객의 최대 궁금증이자 논

란 지점이었으며, 서연이 극중에서의 남주인공과 관객들에 의해 “썅년”으로 불

리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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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나레이션(<러브픽션>, <슬로우 비디오>), 인터뷰

(<연애의 온도>), 친구와의 상담 장면(<오싹한 연애>, <건축학개론>)

등의 기법을 통해 캐릭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

다. 이것은 기든스가 말하는 ‘성찰적 개인’이나 일루즈가 말하는 ‘정서적

개인주의’의 일면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순수성과 고귀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도 있다. 개인의 마음에 의거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연애 상대를 선택

한다는 것은 자아진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의 러브스토

리는 주로 노예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간 영웅적 이야기로 사랑을 꾸며

보이려는 경향”(Illouz, 2011/2013, 31쪽)을 띤다는 지적처럼, 긍정적으로

만 생각할 수는 없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윤리와 규범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레토릭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흔

들리지 않고 이수일을 택하는 고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심순애가 오로지 다이아몬드 때문에 김중배를 택하더라

도 그것이 그녀의 마음의 소리인 이상 누구도 그녀를 탓할 근거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개취존중’, 즉

개인 취향의 존중에 대한 강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한 자유와 개인주의의 가치 속에서 살아왔다.

이들에게 자유와 개인주의라는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의 사소한 취향과 선택에까지 확장된

다. 그런데 이의 부작용으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나 누

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개취존중’의 원리가 적용

되어 곧잘 방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애감정을 섬세하게 잘 다루었다고 호평 받은 드라마 <연애의 발

견>(KBS2, 2014)은 정서적 개인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이다. 여

주인공 여름(정유미 역)은 착하고 헌신적인 남자친구 하진(성준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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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옛 남자친구 태하(에릭 역)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맞아요,

제가 나쁜 년이죠. 저 나쁜 년 맞는 데요, 강태하하고 남하진 그 두 사람

말고 누가 저한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14화)라는 것이 여름의 논

리이고, 태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갖게 되는 죄책감과 고통에 대해

“나는 나쁜 년이니까 조금 힘들어야지”라고 합리화한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연애의 가장 강력한

행동양식이자 유일한 윤리이다.

이러한 정서적 개인주의, 자기 마음속으로의 침잠, 자기감정의 최우선

시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연애 양상들이 있다. 첫 번째는 본말을 전도하

여 사랑의 대상을 결여한 경우이다. <오늘의 연애>(2015)의 준수는 힘든

사랑을 지속하는 현우(문채원 역)를 지켜보다 이렇게 말한다.

준수 : 네가 사랑을 알아? 진짜 사랑을 알아?

네 사랑은 껍데기야.

넌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한 거야.

네 감정을 사랑한 거지.

즉, 준수는 특정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자

신의 감정을 사랑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두 번째 양상인 ‘썸’과도 관련된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움직일

때 따라붙는 조건은 그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애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마음에 대한 책임을 요한다. 그런데 최근 유

행하는 ‘썸’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문화는 이러한 책임감을 탈각한다. 썸

은 두 사람이 공식적인 연인관계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

하는 단계를 일컫는 것으로,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

본적으로는 관계의 발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다. 사람들은 ‘연애

하고 싶다’가 아닌 ‘썸 타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썸 문화

에 대해 청년들이 연애가 요구하는 경제적 부담, 관계적 부담 등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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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애로부터 오는 설레는 감정만 소비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45) 이는 썸을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연애 방

식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지니지만, 분명 썸이라는 관계에는 타인에 대한

애정보다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 혹은 스

스로에게 갖는 긍정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자기감정의 최우선시는 감정적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

어질 수도 있는 한편, 감정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연애하기를 상호작용

의 실천이 아닌 개인의 감정 소비 과정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지닌다.

또한 감정이 중요해지면서 연애가 가진 권력관계의 양상도 변한다. 전

통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권력은 계급문제와 결부되어 다뤄진다.

<여사장>(1959), <특급결혼작전>(1966) 등 초기의 영화에서는 주인공

중 한 명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은 상대와의 연애를

통해 이 권력차를 불식시킴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계급 간 로맨스 이야기는 TV 드라마의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

유물이 되어 판타지화되었고, 보다 현실감각을 추구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안에서는 계급 문제가 다뤄지지 않게 되었다. 대신 갈등 구조를 끌

고 나가는 동력은 인물들이 지닌 감정의 양상에 의해서이다. 개개인이

지닌 감정은 동일한 방향과 무게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연애는 갈등을

맞이하게 된다. 경제시장에서는 자본을 더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더 많

이 갖게 된다면, 연애시장에서는 감정 자본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약자가

된다.

<오늘의 연애>(2015)에서 준수는 현우를 좋아하고 현우는 동진(이서

진 역)을 좋아하면서 감정의 사슬 관계 내지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준

수는 항상 현우의 곁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다시피 하고, 현우는 동진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일절 삼간다. 준수가 현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거나 현우가 동진에게 자신을 좋아해주기를 요구할 때 이들은 지

45) 황혜진 (2014, 10, 20). [영리포트] 愛 썸타? 타! <헤럴드경제>. URL:

http://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6000905&md=20141020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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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할 선을 넘은 것처럼 비난 받는다.

50∼80년대의 영화에서도 여주인공들은 주로 새침하게 굴며 남주인공

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은 채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여자의 줄다리기는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할 남

자가 있거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남주인공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기 때

문에 비롯된 것이다. 남주인공들은 이 줄다리기에서 열심히 당기는 위치

를 자처하며 그의 노력에 감복해 사랑은 성취된다. 그러나 최근의 로맨

틱 코미디 영화에서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닌 오로지 마음의 문제로 줄다

리기가 벌어진다. 마음이란 계급의 문제보다 비가시적이고 모호한 것이

기 때문에 무작정 줄을 열심히 당기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며, 따라서 복

잡한 권력 양상과 계산의 필요성 속에서 연애의 어려움이 고조된다.

3. 연애의 스펙화

경제적 연애 인간의 면모는 연애의 스펙화 현상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연애불가능성에 대한 담론의 반대쪽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연애에 대한 욕

망과 담론, 혹은 연애 그 자체가 만연한 분위기가 존재한다. 90년대부터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로맨스를 섹슈얼리티와 결부시키기 시작했다. 그

리고 최근에는 연애와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관용적인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다. <마녀사냥>(JTBC, 2013∼)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애를 자유

롭게 많이 해볼 것을 권장하고, 개인이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사

람이 헤프거나 가벼운 사람임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

려 ‘ASKY(안생겨요)’와 같이 연인이 없는 사람을 패배자나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는 자조적 유머가 유행하기도 한다. 즉, 현재 연인이 없

다는 것은 뭔가 결핍되고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연애 경험은 스펙을 쌓

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되었다.

연애의 스펙화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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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계발하는 것으로서의 연애이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일대기의 관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플랜맨>(2014)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분위기를 극단적 설정을 통해 코미디화한다. 남주인공 정석(정재영 역)은

결벽증을 정신적 질환 수준으로 앓고 있는 인물로, 위생과 정돈에 대해

강박증을 느끼고 자신의 스케줄을 초 단위로 계획해 철저히 지킨다. 정

석의 기대와 계획에 어긋나는 사건의 발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으로 그는 매일매일 극단적인 리스크 관리에 시달린다. 이러한 정석에게

연애는 위험한 일이다. 타인의 일대기의 침입은 자기 일대기를 대거 수

정 및 조율해야 하는 거대한 리스크인 것이다. <플랜맨>(2014)은 정석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소정(한지민 역)이 정석의 삶에 끼어들면서 그

가 겪는 혼란감을 통해 둘의 연애를 풀어낸다.

연애는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기에 자기계발의 영역이 된다. 사람들은

‘연애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라면 내가 멋진 연애를 해냄으로써 승리자

의 자리를 차지하겠고, 연애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만큼 완벽한 상대를 만나겠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부터 캐릭터가 연인으로서 가진 자질, 말 그

대로 ‘사양(specification)’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나 지위, 계급과 같은 가시적 가치가 아니라, 다정함이나 헌신

적임과 같은 자질들도 포함한다. 2000년대 이전의 로맨틱 코미디 속 캐

릭터들은 개개 캐릭터로써의 특성이 주로 묘사되고 그 특성이 서로에 의

해 판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다뤄지지 못했

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이 ‘연인’이라는 관계적 위치에서 지닌

자질들에 대한 묘사가 증가한다. 경제적 개인, 즉 노동자로서의 개인의

스펙이 중요한 것처럼 인격적 개인, 즉 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스펙 또한

중요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곧 패배의식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일종의 연애 정상화(normalization) 현상, 그리고 더 나아가 경험이 누적

될수록 더 가치가 있어진다는 인식으로 많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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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인식이다. 90년대 영화에서 이미 자유로운 관계를 수용하고 개방적

성의식을 지닌 캐릭터들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

이 도시의 중상층 계급 이상의 남녀들의 이야기로 다소 거리감을 형성했

다면,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연애와 성에 대

한 관용을 표현한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서 주인공은 대개 한편으로는 연

애 문제에 과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심하거나 보수적인 모습을 띠는

보편적이고 중도적인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곁에는

성 담론을 건드리기 위한 관습적 장치로서의 친구 캐릭터가 있다. <청담

보살>(2009), <오싹한 연애>(2011), <나의 PS 파트너>(2012) 등에서 주

인공 커플의 주변에는 주인공의 연애서사를 함께 따라감과 동시에 조언

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각각의 동성 친구들이 있다. 이들은 이성과의 교

제 및 성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연애에 대해 보다 가볍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조언하며 이러한 자세가 곧 쿨하면서도 진정

성 있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처럼 연애는 ‘많이’ 그리고 ‘잘’ 하는 것이 개인의 중요한 프로젝트이

자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

본화는 강화된다.

제 2 절 ‘먹고사니즘’과 연애

1. 경제적 문제로 인한 연애불가능성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먹고사니즘’의 정서가 생계 문제

바깥의 것을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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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의 영화가 로맨스와 생계의 문제를 분리시켰다면, 2000년대 영화

가 소시민의 로맨스를 다루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로맨스에 경제적 문제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티끌 모아 로맨

스>(2011)는 취업난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영화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88만원 세대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면접관 : 한문학과? 그러면 중국어 잘해?

지웅 : 아유, 한자 많이 안다고 중국어 잘하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영어 제일 잘해야죠. 아, 사자성어는 많이 압니다.

면접관 : 그럼 사자성어로 이 상황을 한 번 표현해봐.

지웅 : 언감생심?

지웅 : 엄마, 88만원 세대라고 들어봤지?

그게 뭐냐면, 요즘 하도 취직이 어렵다보니까 한 달에 취업

원서비로만 88만원이 든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거든.

변변찮은 스펙으로 취업을 못하는 백수 청년 지웅(송중기 역)이 등장

하는 도입부의 이 대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들의 로맨스 서사의 경

제적 배경을 제시한다. 지웅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자에게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지웅에게 노골

적인 관심을 표한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가질 기회가 왔을

때 지웅은 콘돔 살 돈이 모자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초라함을 느

낀다. 이 에피소드는 20∼30대의 구조적 빈곤이 섹슈얼리티에도 제한을

가하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홍실(한예슬 역)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인

물이다. 홍실은 지웅에게 현실을 인식시키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그녀가 인식하는 세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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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실 : 아프리카 영양 알지? 치타한테 잡아먹히는 애들.

너 걔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건 치타보다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보다 빨리 뛰는

거야.

즉,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부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

러한 생존주의의 삶 속에서 연애가 끼어들 틈은 없다.

홍실 : 데이트? 나한테 제일 있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뭔지 알아?

종교, 병, 그리고 연애.

지웅 : 그게 뭐야?

홍실 : 반드시 돈 드는 것들.

홍실의 대사는 88만원 세대로 호명되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조건을 직

접적으로 환기시킨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고투하거나

방황하는 홍실과 지웅은 NEET족이기도 하다. <티끌 모아 로맨

스>(2011)는 그동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던 로맨스와 경제의 영역

을 교차시키면서도 많은 소비 환상을 바탕으로 한 로맨스가 열악한 물적

조건의 현실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으로 체험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먹고 살기의 문제가 급박한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연애가 어려워진 것

은 아니다. 경제적 주체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모든 개인, 노동자로

호명 받는 모든 개인에게 연애는 신중한 결정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 되

고 있다. 개인은 위험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리스크 관리를 하며 일대기

를 구성해야 하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유로운 노동력이기를 기대 받는

다는 논의를 앞에서 살펴보았다(Beck, 1990/1999; Giddens, 1993/2001).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노동주체로서의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 곧 개

인의 일대기와 개인의 일대기의 만남이고, 두 일대기 간의 합일 혹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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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타협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80년대까지의 영화에서는 일과 연애를 병행하는 것이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대부분 남녀의 결합 과정에서 여자의 일대기가 남자의 일대기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여사장>(1959)에서 안나는 잡지사를 운영하

는 사장이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이 자리를 남편에게 넘기고 자신은 전업

주부가 되는 선택이 그 어떠한 갈등도 없이 이루어진다. 70∼80년대 영

화의 여주인공의 자아실현도 여전히 낭만적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만 그려진다.

90년대∼2000년대 영화는 여성도 남성처럼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

고 자기 커리어를 가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이 여성의 능력은

남성의 거부감을 일으켜 갈등의 촉발 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과

연애가 서로를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식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인물이

가진 직업은 그저 도회적이고 독립적인 인물들이 지닌 매력을 뒷받침하

는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일은 연애와 별개의 영역으로써, 직업을 수

행하는 개인의 모습이 별로 다뤄지지 않거나 그것이 연애의 영역과 중첩

되어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적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개인이 일터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연인으로서

의 역할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7급 공무

원>(2009)은 일과 연애를 병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매우 극단적

설정을 통해 희화화한다. 극 중 주인공 재준(강지환 역)과 수지(김하늘

역)는 국정원 직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주변인들에게 모두 속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긴박한 업무로 인해 빈번하게 데이트를 취소하거나 말을 둘

러대는 등 연인으로서의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어

느 날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려는 시점에 재준이 동료로부터 긴급한 전

화를 받고 일하러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수지는 “넌 급한 게 중요하

니, 중요한 게 급하니?”라고 묻는다. 연인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훈

계하기 위해 던진 이 질문은 수지 또한 그 순간 동료로부터의 출동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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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면서 역전된다.

수지 : 급한 게 중요하지. 빨리 가.

재준 : 괜찮아?

수지 : 괜찮아. 내가 너 일하는 데에 방해되기는 싫어. 입어.

재준 : 응, 그래. 근데 수지야, 사랑해.

수지 : 나도 사랑해.

재준 : 난 진짜 사랑해.

수지 :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이를

서로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 장면은 잦은 야근이나 출장 등

으로 인해 일에 붙잡혀 있느라 소홀히 하게 된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로 구슬리고 사정하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오늘날 수많은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환기시키는, 맘껏 웃지 못할 코미디이다.

2.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 이후의 남성과 여성

수지와 재준이 겪는 것과 같은 연애에서의 고충은 근본적으로는 근대

적 젠더 분업 체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다. 베커(Becker)나 파슨스

(Parsons)와 같은 학자들은 “안정적인 핵가족이 근대성을 향한 시대 진

화의 정점”이라고 말했다(Esping-Andersen, 2009/2014, 20쪽). 이때 안정

적인 핵가족이란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돌봄 노동자로서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 생애 주기의 남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여성 또

한 남성처럼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일대기와 남성의 일대기가 유사해지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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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적 변화가 관찰된다. 로맨스 서사가 남성 캐릭터의 성장기를 담

기 시작한 것이다. 젠더 분업 체계를 포함한 낭만적 사랑 복합체 안에서

낭만적 사랑이란 여성의 영역이었고, 남성은 친밀성의 영역으로부터 스

스로를 배제시킨 채 “오직 유혹 또는 정복의 테크닉이라는 방면에서만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Giddens, 1993/2001. 106쪽).

그래서 90년대까지의 로맨스 서사는 늘 헤게모니적 남성성46)을 지닌 남

성이 여성을 쟁취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가부장적 구조의 서사 안에서

여성 캐릭터만이 로맨스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아 성장을 했고

남성 캐릭터에게 로맨스 관계는 자아 성장과는 직결되지 못했다.47)

그런데 최근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 서사의 주체로 남성 캐릭터를 함

께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남성 캐릭터의 변화가 동반된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남성 캐릭터는 연애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초식남’48)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소심하고 때로는 찌질하기

까지 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 캐릭

터의 변화는 90년대 후반 <찜>(1998),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1998)과

같은 영화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해, <엽기적인 그녀>(2001)에서 여주인

공에게 쥐락펴락 당하는 견우 캐릭터를 통해서 전형화된 후 200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49)

46) 헤게모니란 사회적 삶에서 주도적 위치를 갖고 있는 집단의 문화적 역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부장제의 정당성 문제에서 현재 수용

되는 답변을 체현하는 젠더 실천의 배치 형태”로 정의된다(Connell, 1995/2013,

124쪽).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란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여성을 부양하며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남성이 함양한 남성성이라고 볼 수 있다.

47) 70∼80년대 청춘영화가 남성 캐릭터의 성장 서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남성 개인의 일대기 안에서이지 로맨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다.

48)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착하며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보다는 여성적

인 취미나 감수성을 보이면서 연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성.

49) 남성성의 변화는 2000년대 후반 대중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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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남성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위기 및 변화라는 맥락에 놓

고 바라볼 수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며, 그렇

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적 위기는 곧 남성성의 위기로 연결되어 논의되곤

한다.50)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에서도 남성 캐릭터의 자신감은 경제적

능력을 동반한 것이었다. 90년대 영화 속 카사노바적 기질을 지닌 전문

직 남성 캐릭터들이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 한

국에서는 인터넷 잉여문화, 루저문화 등을 통해 청년세대 문제가 가시화

되었는데, 이들 문화의 주체가 남성들로 상정되듯이 청년세대의 위기란

여성은 배제한, 남성들의 위기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항상 상대적 약자

였던 여성은 위기라는 단어와는 연결되어 생각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성 위기로 이해되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헤게모

니적 남성성이 해체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속 남주인공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다. 90년대 영화에 흔히 등장했던 대기업 회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은 소수이며, 소득이 낮거나 일정치 않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여주인공과 비교했을 때도 이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

의 경향과는 달리 남성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

다. <7급 공무원>(2009)의 재준은 높은 학력과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수지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직업 수행 능력을

보이며 위기 상황에서 수지에 의해 구조되기도 한다. <티끌 모아 로맨

스>(2011)의 지웅은 홍실에게 끌려 다니며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계 부양자로서의 권위를 잃은 남성은 친밀성의 영역에서 여

수아·홍종윤(2014)은 힙합 음악의 남성들이 헤게모니적 남성 이상형이 아닌 유

약하고 실패한 주체들로 표현되고 있음을 포착하며, 안상욱(2011)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루저로 표상되는 남성성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맨

틱 코미디 영화도 이러한 변화의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 예를 들어 한국 IMF 외환위기는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가부장 권력의 약

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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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동등한 위치로 불려오게 되고, 여성과 ‘연애성장서사’를 공유하게

된다. 남성은 더 이상 여성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협의하고 때

로는 여성에게 선택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로맨스 관계를

성찰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최근 한국 로맨스 영화들의 서사는 “반성하

는 남자들의 서사”(신형철, 2012)라고 요약될 정도로, 영화 속 남성들은

연애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로써 근대적 젠더 분업 질서는 붕괴되고 친밀성 영역의 평

등과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영화가 부분

적으로는 남성 캐릭터의 변화를 코미디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전히 연애관계 속에 가부장

적 구도가 정상 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연애에 적극적이지 못한 남성의 모습을 우스

꽝스러운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남성이 남녀관계에서 권력을 잃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나의 PS 파트너>(2012)에서는 근대적 젠더 분업 질서의 이데올

로기를 내면화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 윤정(김아중 역)은 회사

내에서 남자친구 승준(강경준 역)을 만나게 되면서 일을 관둔다. 윤정이

회사를 관둔 것은 승준이 곧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래

서 결혼을 하면 자신은 전업 주부로 사는 것이 조화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였다. 하지만 승준은 프로포즈는커녕 회사

내의 다른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회사생활을 궁금해 하는 윤정

을 괄시하기 일쑤다. 결혼의 꿈이 무산된 윤정은 그저 어느 것도 성취해

내지 못한 백수로써의 좌절감을 느낀다.

이처럼 로맨스 관계에서 남성은 정신적인 헌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

지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관두는 등 보다 큰 포기와 희생

을 자처하거나 강요받게 된다(사미숙, 2015). 남성에게 일은 필수적인 것

이지만, 여성에게는 일을 포기하더라도 결혼이나 가정 같은 대안적 선택

이 주어진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가 곧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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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녀가 각자의 일대기

를 타협해야 할 때 여성 쪽의 희생이 좀 더 당연시된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 복합체가 해체된 오늘날, 남녀가 헤어졌을 때 남성은 감정적 타격

을 입을 뿐이지만 여성은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타격받은 스

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의 붕괴는 여성만의 전유물이던 로맨스

서사에 남성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주체로 불러들였지만, 여전히 연애 속

에 근대적 젠더 분업의 이데올로기가 잔존해 있으며 친밀성 영역에서 완

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 3 절 현사랑의 실패와 옛사랑의 기억

1. 연애의 정상적 과정으로서의 이별

주인공의 결합을 통한 해피엔딩이라는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 법칙이

2008년 이후 영화들에서 깨지고 있다. 종래의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은 흔히 이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별은 플롯상 중반부나 중후반부에

위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의 영화들에서 이별은 재결합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이별한 채로 결말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이별은 이전 시기의 영화 속 이별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별이 80년대 이전의 청춘영화들처럼 부모의 반대나 주인공의

죽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순전히 남녀 간의 갈등의 결과이자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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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이 윤리적 갈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도 내려

질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통

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결혼 및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해피엔

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로맨틱 코미디 속 남녀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수 없기에 이별한다고 볼 수 있다.

<6년째 연애중>(2008)은 제목처럼 6년째 연애중인 재영과 다진의 이

야기를 보여준다. 둘은 긴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설렘이나 존중보

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느슨해진 감정으로 관계에 조금씩 태만해지

면서 결별한다. 재영과 다진은 각자 집과 직업을 갖고 있고, 서로에 대해

쌓아온 깊은 신뢰도 있어 결혼을 고려했을 법도 한데, 이들이 결혼을 진

지하게 고려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51) <연애의 온도>(2013)에서도

결혼은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이미 한 번 이별을 경험한 두 사람은 첫

연애보다 불안정한 연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

해 영이 결혼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

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자 영은 금방 농담이었던 척 제안을 철회하고 만

다. 둘의 어색한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이 이별할 때까지 지속된다.

두 영화 모두에서 연인은 분명한 외부적 장애물이나 원인이 없는 데도

결혼하지 못한다. 오늘날의 20∼30대에게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

식은 옅어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연애란 결혼이라는 목적을 향한 단

계가 아니며, 결혼을 탈각한 연애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리고 길고

반복되는 연애의 끝에 결혼이 없다면 결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거가 보편화되거나 긍정되지 않는 한국의 경우에는 결혼 혹은

이별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별이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인생사

의 우연한 과정, 혹은 자아의 성장과 경험 등 다른 시각으로 체험되기

51)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커플을 보던

다진이 재영의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결혼을 결

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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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연애의 온도>(2013) 도입부에서 이별 직후의 영과 동희는 자

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52)

영 : 어차피 헤어질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지는 게 좋죠.

좋은 경험 해봤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오히려 후련해요.

동희 : 사랑한다고 열 백 번 이야기해도 헤어지자는 말 한 마디로

끝나는 게 연인 관계라더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죠.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사랑하고 우연히 헤어지고, 인생 자체

가 그냥 우연의 과정인 거죠. 어떤 의미 같은 건 없어요.

이별에 대해 영은 “좋은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동희는 “우연의 과정”

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 사람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자존

심을 지키기 위해 포장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이 이 영화에

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많은 이별들이 이런 식으로 긍

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두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교차하

는 ‘합류적 사랑’에 입각해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이별이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진

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여 관계의 ‘기브 앤

테이크’를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별이 좋은 경험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자기감정의

최우선시나 연애의 스펙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개인은 연애의 실패 또한 자아의 상처보다는 성장으로 바꾸어나가려고

한다. “자아를 위협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기술을 연마”(김정영·이성

52) <연애의 온도>(2013)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흉내 내며 등장인물들의 인터뷰

가 극의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인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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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소은, 2014, 76쪽)하는 방법으로서 이별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연애가 자기계발의 영역과 중첩되면서 한 번의 연애는 한 번의

경험으로 양화되는 연애의 스펙화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세 번째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는데, 이별

이 연애의 종지부가 아니라 연애의 정상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썸’이 연애 이전에 하나의 단계로 생겨난 한편에는 연애,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애의 ‘이후’가 또 하나의 단계로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별한 두 사람은 각각의 개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별관계’라는 또 하나의 관계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연애의 온도>(2013)는 이별 직후의 장면으로부터 시작해 러닝타임의

절반이 이별관계의 주인공을 보여준다. 동희와 영의 첫 이별 사유가 영

화 속에서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으나 이들 또한 <6년째 연애중>(2008)

의 주인공들처럼 외부적인 원인이 아닌 그들 관계 내에서의 원인이 있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마음의 이유로 연인들은 헤어지지만 마음이

란 어느 한 가지 결정에 영원히 고착되어 있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마음을 되돌리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

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헤어지고도 같은 근무처에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동희와 영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냥 싸우며 지내지만, 이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다.

영 : 너 그거 알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프로래.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프로

밖에 안 된대. 나중에 97프로는 다시 헤어지는 거야.

동희 : 왜?

영 : 처음에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도 두 사람은 다시 연애를 약속한다. 마음의 소리

가 확률 계산보다 단연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연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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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내 다시 부딪히고 만다. 두 번째

연애 기간 동안 몇 번의 불편하고 어색한 순간 이후 다시 이별을 맞이한

곳은 놀이공원에서였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연애에서도 놀이공원에 갔다

가 크게 싸웠던 것을 떠올리는데 이상하게 싸운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

는다. 그런데 이번에 찾은 놀이공원에서도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고

그제야 예전에 먼젓번의 싸움의 이유를 떠올린다. 그 이유란 여전히 구

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갈등과 화해를 반복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연인들은 “연인의 담론은 변증법

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달력이나, 혹은 감정 문화의

백과사전처럼 계속 돌아간다”(Barthes, 1977/2004, 19쪽)는 말을 체현한

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이 정반합을 이루어 이상적 결

합 상태에 도달하지도 않으며,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이별을 겪은 후

영원한 결합으로 귀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결혼이 자

연스러운 선택지로 여겨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연인은 사랑하지도 미워

하지도 않는 관계를 지속한다. 이 관계에서 두 사람은 누가 이별을 먼저

고하냐의 눈치 싸움을 하며, 자신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정확히 모른

채 마음의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결혼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연인은

탈출구 없이 이런 갈등을 반복할 뿐이고, 그 탈출구로서 이별을 하더라

도 재회와 재결합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즉, 바르트의 말대로

정반합이 없는 반복적 배열의 과정이 오늘의 연애인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동희와 영은 결말부에서 다시 우연히 재회한다. 나란히 길을 걸으며 화

면 속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의미심장하다.

영 : 야, 우리 로또나 살까.

동희 : 로또?

영 : 응 내가 사줄게 한 장씩 사자.



- 100 -

동희 : 내가 그거 맨날 사봤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

영 : 이번엔 될 수도 있어.

동희 : 그래 사자. 진짜 모르지, 이번엔 될는지도.

근데 우리 뭐 먹을까?

영 : 짜장면 먹을까? 그때 거기 갈까?

동희 : 거기 없어졌는데.

영 : 왜? 맛있었는데?

동희 : 몰라. 터가 안 좋았나봐.

영 : 뭐야. 그럼 우리 뭐 먹지?

동희 : 몰라. 뭐 또 맛있는 게 있겠지.

앞서 인용한 대화와 이 대화는 표면적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이들은 ‘이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기대 속에는

당장의 감정이 있을 뿐 이전의 갈등의 원인은 망각되어 있다. 예전의 짜

장면집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고, 하지만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또 다른 맛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무작정 기대하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희와 영은 또 다시 달력이나 백과사전 같은 연

애 궤도에 오르려 한다.

2. 옛사랑의 노스탤지어를 통한 퇴행적 위로

현재의 연애가 엇갈리고 미끄러지는 가운데, 그 균열을 메꾸는 것은

옛사랑의 기억이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김종욱 찾기>(2010),

<건축학개론>(2012)은 첫사랑, 혹은 옛사랑의 기억에 매달리는 인물이

등장한다. 특히 <건축학개론>(2012)은 개봉 당시 많은 인기를 끌면서

‘첫사랑 열풍’을 일으켰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태

그라인은 현재의 각박한 사랑의 조건과 실패하는 연애에 대해 위로하며



- 101 -

과거의 순진무구한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연애 실패를 과

거의 기억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우연한 계기로 옛 연인과 재회한다. 하지만

사실 이때의 우연한 계기란 극적 설정일 뿐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옛

연인과의 재회는 어려운 일도, 우연히 일어날 일도 아니다. 소설가 김영

하는 현 시대를 ‘소환의 시대’라고 칭한 바 있다.53) SNS로 연결되어 있

는 사회에서 우리는 단절을 경험하기 힘들며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의 거

리에 상관없이 어떤 이도, 어떤 사건도 소환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연결과 차단 사이에 낀 사람들”이며, “그 어떤 세대보다

‘개인주의’와 ‘자유’라는 말을 습득하고 자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

떤 시대보다 ‘연결’과 ‘소통’에 대한 욕망을 키워온”54) 세대이다.

사실 첫사랑은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로맨스 콘텐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소재이다. ‘처음’이라는 이유로 신비화되고 기억의 미화가 이

루어지는 첫사랑은 순결, 순정 등의 관념과 결부되어 시청자가 갖고 있

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김미란, 2004). 그러나 첫

사랑과의 재회 및 결실을 통해 첫사랑의 신화를 이룩하는 종래의 로맨스

콘텐츠와 달리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첫사랑이 가진 ‘정서’만 활용

하고 있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김종욱 찾기>(2010), <건축학

개론>(2012) 모두 첫사랑과 옛사랑에 대한 기억이 영화의 주요한 축이지

만, 인물들은 첫사랑의 대상과 재회하거나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첫사랑 혹은 옛사랑의 모티프 자체가 아니라 그것

이 지니고 있는 노스탤지어의 감정이다. 노스탤지어는 최근 대중문화 속

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주창윤(2013)은 현 한국 사회를 ‘허기사회’라

고 명명하고 허기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얻는 퇴행적 위로의 한 양상으로

53) 팟캐스트 <문학 이야기> 1회

54) 백영옥 (2015, 10, 16). 옛 남친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16/20151016003222.html?OutUrl=na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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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를 든다.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진시

키고 정신적 허기에 시달리게 만드는 허기사회란 앞서 살펴본 위험사회,

유동성의 사회와도 신자유주의라는 범주 안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허기진 현재와 포기된 미래 대신 과거로 퇴행한다. 최근 3∼

4년 사이 <응답하라 1997>(tvN, 2012)부터 시작된 <응답하라> 시리즈,

<무한도전>(MBC, 2006∼)의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열풍, 감

성주점 ‘밤과 음악 사이’의 인기 등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의 ‘7080’ 콘텐츠들이 40∼50대를 대상으

로 했다면, 최근의 복고 콘텐츠들은 90년대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20∼30

대를 겨냥한다. 그리고 이런 노스탤지어의 만연 속에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진다.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의 경계점에서 첫사

랑을 경험한 20∼30대는 첫사랑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결부시켜 회상하고

SNS와 같은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첫사랑의 안부를 검색한다.

복고 콘텐츠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건축학개론>(2012) 또한

90년대 대학가를 배경으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그리고 있다. 승민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로 통학하는 서연과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면서

그녀를 짝사랑하게 된다. 승민의 첫사랑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90

년대의 머리스타일과 옷차림, CD플레이어나 1GB 컴퓨터 같은 소품이

코미디 요소이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승민과

서연이 공유하던 소중한 순간에 흘러나오는 전람회의 노래 ‘기억의 습작’

은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구축한다.

이 영화는 장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승민과 서연의 과거 서사는 상

당한 코미디 요소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게 전개되지만 승민과 서

연이 나이가 들어 재회한 현재의 서사는 멜로 감성을 띠기 때문이다. 두

시점 모두에서 두 사람의 결합은 좌절되지만 과거 시점은 보다 더 즐거

운 서사로 전개된다. 즉, 첫사랑은 현재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좌

절했던 기억이지만, 노스탤지어와 결합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기억이 되

는 것이다. 계산에 서툴고 낭만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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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현 사랑의 실패에 대한 위로를 제공한다.

제 4 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에서의

연애

1. 가족의 개입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이 등장했고, 연애는 이런 개인 주체의 등

장을 기반으로 가능했다. 한국 또한 서구식 연애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

는 개인 주체가 발아하던 시기라고 이야기된다(권보드래, 2003; 김지영,

2007; 권보드래, 2008).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란 개인 주체성이 가장 능

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장르임도 앞서 언급했다.

그런데 한국의 연애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충분히 발휘되는가에 대

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연애가 연애관계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의 승인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

다. 1950∼60년대 영화에서는 그 3자란 단연 가족의 존재로, 가족이 개인

의 연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결혼>(1958)에서

자유란 가족들의 권고와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70∼80년대의 영화

속 청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연애를 하며, 그

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애는 종종 가족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은 연애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된 듯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연애가 오롯이 두 개인의 영역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2000년대 초반의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애는 타인의 개입이나 시선을 의

식하면서 이루어졌다. 친구들을 동반한 데이트 장면, 지하철이나 강의실

등 다수 군중이 모인 공간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 주변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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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을 사는 장면 등이 관습적으로 재현되며, 연애하기란 곧 공개적으

로 전시되는 실천이 되었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여전히 제 3자의 개입을 설정함으

로써 연애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 위에 위치시킨다. 우

선 가족의 존재가 다시 소환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상

견례>(2011)와 <위험한 상견례 2>(2015)55)를 통한 A형 플롯의 재등장

이 바로 이 점을 시사한다. 두 영화는 남녀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고 사

랑에 빠지는 장면은 생략하거나 짧은 인트로 장면으로만 제시한 채, 두

사람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하

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사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의 영화에서도

가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그 경우 가족이 두 주인공을 이어

주려 하거나 훈계를 얹는 정도일 뿐, 반대를 하는 역할로 제시되지 않았

다. 따라서 최근 이런 격렬한 가족의 개입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그러나 A형 플롯의 재등장과 가족의 개입을 완전히 과거 회귀적인 특

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진짜 진짜 잊지마>(1976)와 같은 하이틴영화

에서 주인공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만남을 반대해 이뤄지

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과 달리, <위험한 상견례> 시리즈에서 부모의

반대는 연인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꺾어놓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부모의 반성과 주인공의 결합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함

으로써 개인의 일말의 주체성을 보장한다.

개인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연애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못하

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일 것이다. 한국인은 각종 집단

적 사회 관계망과 전통적 가치 등을 의식해야 하는 “눈치의 수인”(박승

관, 2004, 159쪽)이다. 연애 또한 눈치의 지배 영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앞의 논의들에서 연애가 개인의 마음으로 침잠해 들어간다고 했지

55) <위험한 상견례>(2011)는 최근 10여 년간 로맨틱 코미디의 흥행이 부진한

가운데 개봉 당시 3주 연속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인

기에 힘입어 <위험한 상견례 2>(2015)도 제작되어 흥행 20위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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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위험한 상견례>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연애에서 결혼을

결심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마저도 개인의 문제로 남겨질 수 없다. 오히

려 가족과 주변인, 사회에 대한 눈치를 적극적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로

급격한 국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결혼은 정서적 개인주의가 통용되

지 못하는 영역이고, 이것이 오늘날 20∼30대가 결혼을 미루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짐작된다.

<위험한 상견례> 시리즈는 연애 문제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가족의

눈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회에 대해 의식하는 눈치를 극적이고 코믹

하게 그려내고 있다. <위험한 상견례>(2011)에서 현준(송새벽 역)의 아

버지와 다홍(이시영 역)의 아버지는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으로, 서

로에 대한 개인적 증오와 더불어 지역감정으로 가득 차 사돈 맺기를 거

부한다. <위험한 상견례 2>(2015)는 부모님이 유명한 현상수배범인 철수

(홍종현 역)와 본인을 포함한 식구 모두가 경찰직에 종사하는 영희(진세

연 역)의 이야기이다. 영희의 가족은 경찰 집안으로서 범죄자의 자식인

철수를 사위로 들이는 것에 대해 격렬히 반대한다. 그리고 철수의 부모

또한 경찰 집안을 사돈으로 맞는 것에 대해 매우 자존심 상해 하며, 철

수가 영희 가족의 환심을 사거나 영희와의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즉, 주인공들의 연애는

두 사람만의 문제 아니라 가족의 전통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의

식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쉽게 가족의 반대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

회에서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공과 사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시켜온 서구와 달리 조선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

으로 확산되어가는 연속적 구도”(권용혁, 2013, 170쪽)인 성리학을 바탕

으로 가족은 공과 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고 인식되어왔다. 가족은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단위이기도 하지만 인구 재생산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단위로서도 매우 중시되었던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서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개인주의가 도입되었고 가족 또한 핵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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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열되었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단시간 내 빠르게

일어나면서 공과 사의 기능이 혼재되고 중첩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개

인의 연애도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지 못하며, 특히 가족관계와

맞물리면서는 공적 영역이 지닌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미팅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는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영역의 개입이 활발해지는

현재, 가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공적 영역의 수행 단위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진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가

족을 거의 배제하다가 최근의 영화들에서 가족의 존재가 다시 소환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절들에서 논의한 바처럼 개

인이 개인의 감정으로 침잠해 들어가며 내부적 준거 체계만을 따르는 것

이 오늘날 연애에서 두드러지는 한 양상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연애는 가족과 국가의 문제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보여주는 연애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도 2000년대 영화의 맥락을 이어받

아 연애를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그려내는 관습적 장면들이 있다.

<뷰티 인사이드>(2015)에서 많은 여성 관객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

키며 SNS상에서도 편집 유통되던 장면은 배우 이진욱이 등장하는 장면

이다.56) 이 영화에서 남주인공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바뀌기에

20여 명의 배우가 한 씬 씩 돌아가면서 연기를 한다. 우진은 어느 날 연

인 이수가 회사 파티에 파트너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날 마침 할머니의 모습으로 깨어난다. 그래서 억지로 다시 잠든 뒤에

56) 신소원 (2014, 9, 1). ‘뷰티인사이드’ 이진욱, 극장가 탄성부르는 눈웃음 매력.

<마이데일리>. URL: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

=201509010822111126&ex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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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의 모습으로 깨어나 파티장으로 찾아간다. 마침 이수는 이수

의 남자친구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로 잔뜩 들뜬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

다. 내심 우진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듯한 이수에게 우진

은 매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동료들의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파티장의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받으며 등장한 우진은 이수의 손을 잡고

“많이 기다렸어?”라는 물음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던진다. 이 장면이 화

제가 된 것은 타인의 이목을 끄는 완벽한 이성을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다정한 연인으로 소개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때

문일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연인 혹은 연애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이벤트가 된 것에 대해 두 가지 맥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애 콘텐츠의 증가이다. 2000년대 중반까

지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은 연예인끼리의 짝짓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

어 일반인의 연애와는 다소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2000년

대 후반부터 연애 상담 프로그램, 연애 코칭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

해 <마녀사냥>(JTBC, 2013∼)이 화제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두가 로맨스 주체로 호명된다. 오늘날 젊은이들

은 수많은 이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연애에 대해 고백한다.

짝사랑부터 성경험까지 자신의 연애를 공적 영역에서 공개하는 것은 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것으로, 창피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두 번째 맥락과도 자연스레 이어지는데, 바로 연애의 스펙화이다.

자기계발주체로서의 개인에게는 연애 또한 잘 가꾸어나가야 하는 영역이

다. 그리고 연애가 어려워진 시대, 연애에 많은 계산이 동원되어야 하는

시대에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는가는 곧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된

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애가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시선을 사게 되는 장면은 이러한 이유로 더 주목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연애는 점차 친밀성(intimacy)의 영역에서 외

밀성(extimacy)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개인의 내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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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외적인 것의 영향 속에서 작동하는 양태”(김홍중, 2014, 94쪽)를

일컫는 외밀성은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extérieur intéreur)”(Durkheim,

1926: 김홍중, 2014 재인용, 94쪽)를 발견하게 만든다. 따라서 오늘날의

연애주체는 스펙화 현상으로 구체화되는 생존주의, 자기계발주의, 신자유

주의 등의 레짐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

를 낭만적이고 예쁜 것으로 제시하는 관습을 지닌 장르인 로맨틱 코미디

는 연애의 외밀성을 부각시키기 쉽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조금 확장시켜, 동성애를 이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영화 속에서 동성애는 로맨틱 코미디 영역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이성애 로맨스가 로맨틱 코미디보다 멜로드라

마에서 많이 다루어짐으로써 자유로운 연애가 긍정되지 못했던 것과 같

이, 동성애도 주로 멜로의 소재로 사용됨으로써 동성애 로맨스는 비극성

을 내포한 것으로 위치지어 진다. 혹은 완전히 코미디적 장치로 우스꽝

스럽게 그려지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미지화되기도 한다. 즉, 동성애

가 로맨틱 코미디에서 다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남들에게 보여

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5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기

1. 자기서사화를 통해 성찰하기

1절부터 4절에 걸쳐 논의한,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는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맨스는 궁극적으로는 긍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희망된다. 이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삼포세대 담론 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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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연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욕구되고 실천되는 현재를 살펴

보게 만든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해체된 현 시점에서 연인들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이 꿈꾸는 연애하기란

어떤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동원하는 관

습적 설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주인공들이 자신의 연애를 스스로

서사화하는 작업을 하는 설정에서 오늘날 연애하기의 중요한 동력을 고

찰해볼 수 있다.

기든스(1993/2001)는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삶에 서사를 도입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낭만적 사랑의 발생이 소설의 출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영화 자체가 로맨스 서사를

다루는 한편으로 인물들 또한 스스로 자기의 로맨스를 노래나 글, 만화

등으로 서사화하는 작업을 하는 관습이 빈번히 등장한다.

<쩨쩨한 로맨스>(2010)는 서사화 작업을 다층적으로 보여준다. 만화가

인 정배(이선균 역)는 ‘19금’ 만화 작품을 공모전에 내기 위해 섹스칼럼

니스트 다림(최강희 역)과 공동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만화의 구체적 장면을 구상하느라 야한 장면을 직접 연출해보기도 하는

등 만화서사의 구축은 이들의 로맨스 관계 구축과 나란히 진행된다. 그

리고 정배의 친구 해룡(오정세 역)은 이 두 사람을 관찰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 만화를 만들어나간다. <러브픽션>(2012)은 제목

자체부터 로맨스의 서사화를 의미한다. 소설 작가인 주월(하정우 역)은

자신과 연인 희진(공효진 역)을 여주인공으로 상상하며 느와르 소설을

써내려간다. 그래서 영화는 마치 주월과 희진의 서사와 함께 주월의 소

설 속에서 펼쳐지는 마형사(하정우 역)와 혜영(공효진 역)의 서사 두 개

가 동시에 진행되는 듯 보인다. 이 외에도 <위험한 상견례>(2011)에서

만화가인 현준은 연인 다홍을 여주인공으로 상상하며 만화를 만들고,

<나의 PS 파트너>(2012)의 현승(지성 역)은 윤정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

로 만든다.

이와 같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자신의 로맨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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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하려는 모습은 이전 시기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습이다. 이

렇게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기 연애를 서사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

인가? 서사화는 낭만적 사랑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가?

이때의 서사는 기든스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 즉 19세기 후반

과 20세기 초반의 로맨스 소설이 갖는 서사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최

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서사 경향에 대한 신형철(2012)의 평론으로부

터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빌려오고자 한다. 신형철은 2012년 이후의 한

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4편57)을 대상으로 평하면서 이 작품들이 공통적

으로 ‘사랑의 아나토미(anatomy)’ 장르에 속한다고 말한다. 아나토미 장

르란 문학적 개념으로, 어떠한 관념에 대해 섬세하게 해체하고 해석하는

글쓰기 방식을 의미하는데, 노스롭 프라이(Northrop Frye)가 산문 문학

장르를 소설, 로맨스, 고백, 아나토미로 나눈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

중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 서사는 아나토미에 속하고 근대적 낭만적 사

랑 서사는 로맨스라고 속한다고 구분해봄으로써 최근 로맨틱 코미디가

근대적 낭만적 사랑을 재소환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신형철이 아나토미 장르로 분류하는 네 영화는 남녀관계의 국면을 구

체적으로 다루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서사 방식을

취한다. 신형철은 이런 아나토미 기법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해

체된다고 말한다. ‘∼한 상황에 놓이면 필연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

다’58)라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명과 우연

의 화법을 지닌 낭만적 사랑이 해체된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로맨스의 서사화를 통해 자신의 연애 혹은 사랑

의 감정 자체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된다.59) 연애관계의 당사자이면서도

57)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러브픽션>(2012), <건축학개론>(2012),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58) 특히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은 의뢰인의 연애를 이루어주기 위해 각

본을 짜주는 연애 에이전시가 배경으로, 특정한 플롯 장치에 의해서 낭만적 판

타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기반영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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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제 3자의 역할 또한 맡게 되기 때문에 관계의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기든스나 테일러가 말하는 현대사회의 자기성찰성

의 주요한 실천적 특징인 일기 쓰기의 행위와도 유사한 방식이다. 인물

들은 연애를 하면서 겪는 황홀과 혼란을 서술하는데, 서사화 작업의 완

성은 인물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연인을 되찾으러 나서는 장면과 동시

에 이루어진다. 소설이든 만화든 노래든 완성된 작품은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는 거울로 작용하여 자신이 포기하려 했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의

지를 다시 다지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연인은 수많은 낭만적 사랑의 서사에 익숙하면서 그 문법

을 익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앞의 절들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그러한 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성찰

하기 시작한다. 자기성찰은 연애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낭

만적 사랑 복합체가 제공하는 안정감이 깨진 자리에서 나타나는 개개인

의 노력이다.

2. 노력과 의지를 통해 지향되는 사랑

연애하기에 대한 새로운 이상향의 정립 과정은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

화에서 운명과 장애물을 제시하는 레토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설정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오늘날 연인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캐릭터들은 유독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다. 운명이란 ‘하나뿐인(one and only)’ 사랑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의 강

59) 또한 최근 영화들에서 서사화를 하는 주체는 주로 남주인공으로, 앞서 논의

한 바대로 남성이 친밀성 영역에 들어오고 남성의 연애성장서사가 다뤄지는 현

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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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기제이다. <김종욱 찾기>(2010)의 지우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여행을 한 첫사랑을 운명의 상대로 여기며 오랜 시간 잊지 못하고

지낸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다다라 사실은 그녀가 첫사랑의 신상정보

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그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

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첫사랑과의 재회가 자신이 생각하는 운명의 고

귀함과 낭만성을 훼손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즉, 하나뿐인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상적 사랑은 나의 절대적 운명의 상대(Mr. Right)를 만나

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가 곧 내 운명이라는

믿음으로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김종욱 찾

기>(2010)의 에필로그는 지우가 그녀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기준과도 운

명적 순간을 공유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운명이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

적이고 복수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낭만적 사랑의 고귀성과

영원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던 물적 조건으로서의 결혼 제도와 가정의

창조, 근대적 젠더 분업의 안정적 질서로 구성되었던 낭만적 사랑 복합

체는 파편화되었지만, 낭만적 사랑이 지닌 가치는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

며 연인들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로맨스 콘텐츠는 장치를 설정한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종종 사용되는 비현실적 장애물이 그것이다.

<오싹한 연애>(2011)는 귀신을 보는 여자 여리(손예진 역)와 그녀를 사

랑하게 된 조구(이민기 역)의 이야기이다. 여리에게는 죽은 친구의 영혼

이 늘 따라다니며 여리를 괴롭힌다. 조구는 그런 여리를 사랑하게 되고

귀신은 조구마저 괴롭힌다. 이것은 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

이다. 영화는 이 갈등에 대한 해결법으로 사랑을 마법의 힘과 같은 것으

로 제시하지 않는다. 종래의 낭만적 사랑 서사라면 여리가 조구와 진정

한 사랑에 빠짐으로써 귀신을 그만 보게 되어야 하지만, 이 영화에서 여

리는 결말에 이르고서도 계속 귀신을 본다. 그리고 조구는 이러한 연인



- 113 -

의 결함을 감내하고 함께 공포를 견디기로 결심함으로써 여리와의 사랑

을 이룩해낸다.

이렇게 <오싹한 연애>(2011)는 갈등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

들의 결합으로 끝이 나는, 변형된 D형 플롯을 보여준다. <뷰티 인사이

드>(2015)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화에서는 남주인공 우진이 외모가 매일

변하는 희귀병을 갖고 있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이수(한효주 역)는 우진

과 연애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인간을 마주하면서 연인의 유일성을 경험

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 이 영화 역시 결말에

이르도록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수는 모든 고통을 자기 스

스로 수용하기로 마음먹음으로써 해피엔딩을 성취한다.

이로써 오늘날의 새로운 낭만적 사랑은 운명이나 마법 같은 신화를 깨

트리면서 그 자리에 연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변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오싹한 연애>(2011)에서 여리의 친구 유진의 대사

와 여리와 조구 간의 대화는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준다.

유진 :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말이야, 사랑하는 남녀사이에 꼭 장애

가 하나씩 나와.

신분의 차이, 부모의 반대, 성격 차이 같은 거.

그러니까, 넌 좀 독특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조구 : 공포영화의 여주인공들은 사랑을 안 해요. 희한하죠?

여리 : 에이씨, 공포영화 여주인공이 사랑을 하면 그게 멜로지, 공폰

가? 이 바보팅이.

조구 : 왜? 걔네는 사랑하면 안 되나?

여리 : 공포영화의 여주인공이 사랑을 하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잖아

요. 옆에 누가 있는데 무섭겠어요?

이 두 장면은 장르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로맨스 장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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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자의식의 표현은 사람들이 낭만적 사랑의 요소와 특성, 혹은

환상성에 대해 이미 익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연인들이 살아가는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을 낭만적 사랑을 통해 로맨스 영화로 바꾸는 것은 불가

능하다. 하지만 현실 속 공포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독특한 장

애”로 인식하고 사랑을 통해 함께 감내하는 것이 더 나은 현실임을 자각

한다. 따라서 로맨스 콘텐츠에서 판타지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CG의

사용이 점차 늘어가는 것60)은 기술 발전만으로 설명될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과 연애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

(prosthesis)로서 동원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벡은 가혹한 현실 속에 유대의 방식이자 안식처이자 신흥종교로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Beck, 1990/1999).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이 지닌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의 노

력이 더욱 중시되는 실천으로 보인다. 앞의 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의 연애 과정에는 많은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은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와 논리를 내화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

울여왔다. 그럼에도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결말에서 손을 맞잡은 연인

들에게 마냥 무지갯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티끌 모

아 로맨스>(2011)의 가난한 두 남녀는 결말에서 힘들게 벌었던 돈을 다

시 다 잃고 여전히 극빈의 상태이다. 그러나 이 극복불가능한 현실의 어

려움 속에서 개인이 유일하게 노력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은 사랑뿐이

다. 즉 연애는 개인이 성찰하고 노력함으로써 보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처럼 보인다.

60) 이는 드라마에서 더 빈번히 발견된다. <구가의 서>(MBC, 2013)의 주인공

은 반인반수이고 <별에서 온 그대>(SBS, 2013)의 주인공은 외계인이다. <주군

의 태양>(SBS, 2013)의 주인공은 귀신을 보고, <킬미, 힐미>(MBC, 2015)와

<하이드 지킬, 나>(SBS, 2015)의 주인공은 해리성 인격 장애로 인해 다중의 캐

릭터로 설정된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사랑의 힘으로 이를 감내하거나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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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의미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대해 공시적, 통시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계보와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2008년 이후의 영화가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와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

르 구속성과 2008년 이후라는 시기적 맥락을 고루 고려하면서 텍스트 분

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 결과에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

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담론 분석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썸, 남성성 위기, 노스탤지어 등 현재 한국 사회와 미디어문화에서 발견

되는 특징들이 연애하기의 문제와 맞물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연애하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탐색해보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

른 특징을 보여주며 변화해왔다. 서구식 자유연애를 보여주면서도 가부

장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던 초기의 영화를 지나, 60년대 청춘영화 시

대는 연애문화 속에 서구의 문물과 사고방식을 끌어들여온다. 그리고 70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밀접히 조명하게 되었는데, 하이

틴영화와 청춘영화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정서 속 청춘 군상의 고뇌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순수와 열정을 발산하는 방식으로써 연애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9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는 쿨하고 도회적인

연애관계에 집중하면서 남녀의 만남과 연애 과정, 이별과 재회까지 구체

적 면면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소박

하고 보편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연애의 초라함과 실패까지도 아우른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의 로맨틱 코미디는 200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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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가치와 행동양식이 혼재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상향을 재정립해나가는 연인들의 희로애락을 재현하고 있다. 본 연구

는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연애하기의 양상을 다섯 가지로 정

리해보았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연애 인간의 모습이다. 청년들은 연애라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비인격적 관계에서 통용되는 경제적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연애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스펙화되면서 개

인의 존재 자체나 개인이 가진 감정은 자본으로 환원된다. 특히 연애시

장 안에서의 최고 자본은 개인의 감정으로, 청년들은 자기감정에 함몰되

거나 감정의 줄다리기에 골몰한다. 이처럼 친밀성 영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개입 및 자기성찰성의 발동은 20세기 후반 서구 연구들에서 다뤄

져온 내용인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향에 대한 무한 존

중, 썸 문화 등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양상으로 발견된다.

두 번째는 로맨스에 먹고살기의 문제가 개입하면서 나타난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인 먹고사니즘은 연애를 사치처럼 여기게 만

들기도 하며, 개인은 자신의 일대기 안에서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과 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데에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의 붕괴로 인해 남성과 여

성 모두에게 일반화되면서, 남성이 친밀성 영역에 들어오고 남녀가 연애

성장서사를 공유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어 종종 여성의 희

생을 요구하며 친밀성 영역에서의 평등성에 대해 성찰해보게 만든다.

세 번째로 현사랑의 실패와 옛사랑의 그리움 사이에 놓인 개인의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결혼을 탈각한 연애는 종종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별은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연애의 정상적 과정으로 수용되며

연애의 실패는 인생의 경험으로 탈바꿈된다. 현재의 연애가 고전하는 가

운데, 최근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서 나타나는 노스탤지어의 정서와 함께

옛사랑의 존재가 소환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단절



- 117 -

에 익숙하면서도 연결을 갈망하는 세대로,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재에

과거로 후퇴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연애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해있

다는 점이다.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연애가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들

어온 듯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사의 기능을 모두 하는 가족의 존재는

최근 친밀성 영역에 공적 영역이 개입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보여주고 전시하는 것으로서의 연애의 스펙화는 연애하기에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내면화된 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애가 지속되고 긍정되는 기제

를 살펴보았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연애는

무작정 포기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성

찰과 노력이 연애의 강력한 동력으로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의

서사화 작업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운명과 장애물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뤄지는 재현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연애가 사랑의 환상성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새로운 타협점과 이상향을 만들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가 지닌 사회경제적 구조는

연애하기를 서로 상충하는 가치 속에 놓이게 만들고, 이 가치들 사이에

서의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을 요구한다. 연애주체는 인격적 관계에서 요

구되는 덕목과 비인격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하나의 정체성 안에

서 적절히 발휘해야 하고, 마음의 진정성과 시장주의적인 사고방식 사이

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며, 전통적 가치체계와 새로운 가치체계,

내면의 가치체계와 외부의 가치체계 사이를 오간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

움은 곧잘 연애관계에서의 자기중심주의, 썸 현상과 같은 유동적인 관계

의 반복, 결혼의 유예, 퇴행적 위로와 같은 문제들로 구체화되고, 연애불

가능성의 담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평행하여, 현실을 감내하고 많은 노력

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연애가 긍정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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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구적 맥락에서 자라난 ‘사랑’에 대한 논의와는 결을 달리 하는, 현

대 한국 사회에서의 ‘연애’를 설명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연애가 가로

막히는 현실에서 개인은 경제적 논리를 체득하고 자아의 진정성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나가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연애만은 성취해내려 노력하기도 한다.

‘노오력해도 흙수저’61)라는 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현재, 연애만이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보답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 보

인다. 즉, 소위 말하는 연애불가능성의 시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많은 연애

관계와 그 안에서의 개인이 발휘하는 선택과 능동의 주체성은 ‘N포’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관적 담론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

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는 미디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재현 연구이자 담론 분석 연구이다. 재현체계는 곧 이데올로기의 언

어이고, 미디어의 재현 방식이 현실 사회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 시사

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는 텍스트 자체의 특성과 방법론으로 인해 일

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61) ‘노오력’과 ‘흙수저’는 청년취업난과 계급불평등을 반영하는 신조어이다. ‘금

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관용어구에서 파생된 ‘수저계급론’에서 ‘흙수저’는 대다수

의 일반 서민 계층을 일컫는 말로, 대기업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하는 이상 흙수저 계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노오력’이란 청년세

대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면서 나온 표현으

로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이를 길게 발음한 ‘노오력’, 더 나아가 ‘노오오력’을 해도

취업이 어렵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현재의 무한경쟁사회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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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명확한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오지 않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이 혼재된 채로 시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

며 제작되어 왔다. 따라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 계보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족할 뿐더러, 선행연구의 개념화를 수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장르 연구와 한국영화사를 참조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개념화 및 범주

화를 새롭게 시도해보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영화들 중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하기에 모호해 보이는 영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타당성의 문제가 남는다.

또한 재현 연구를 통해 현재 진행형인 문화적 과정이자 사회적 실천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심층인터뷰와

같이 연애주체의 더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이 동원되었

다면 분석의 결이 섬세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연애가 사람들

앞에 스스럼없이 공개되고 전시되는 것임을 논의했던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내밀한 연애사와 담론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연애하기의 양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

탕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범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논의가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양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토리 세대’62)로 요약되는 청년세대 문제와 ‘초식남’ 현상,

낮은 결혼율 등 친밀성 문제의 영역63)에서 한국과 유사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논의를 일본이나, 혹은 또 다른 사회적 맥

락을 형성하고 있을 중국 등 소위 동일 문화권으로 묶여 생각되는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시켜서 비교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62) 돈과 출세에 관심이 없고 꿈과 야망도 없이 살아가는 일본의 현 젊은 세대

를 일컫는 신조어.

63) 채상우 (2014, 7, 21). '결혼 못 하는 일본' 20대女 80% 미혼. <이데일리>.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30996

06606156816&DCD=A00805&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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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의 불가

능성을 목격하고 합류적 사랑과 보다 도구적인 연애하기의 양상을 발견

했다. 그리고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한 연애가 새로

운 이상향으로 합의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시해보았다. 불확실성의

시대, 연애불가능성의 담론과 도구적인 연애관을 거치면서 형성된 연애

하기가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의 실천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감정의 진정성과 자기계발에의 강박, 노력에 응답받고자 하는 개

인의 열망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연애하기의 영역에 대해서 그 특성과 가

치를 보다 명확하기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사

유가 필요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애가 불가능하고 포기된 세대

로 호명되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애에 대한

욕구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와 희망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를 둘러싼 비관적 담론과 물적 조건에 보다 희망적인 답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밀성 영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

는 곧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접근 및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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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 대상 1950∼201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 목록

제목 연도 감독

청춘쌍곡선 1956 한형모

오해마세요 1957 권영순

자유결혼 1958 이병일

여사장 1959 한형모

3인의 신부 1959 김수용

청춘배달 1959 김수용

말띠 여대생 1963 이형표

청춘교실 1963 김수용

연애졸업반 1964 이형표

여자가 더 좋아 1965 김기풍

특급결혼작전 1966 유현목

남자 미용사 1968 심우섭

남자 식모 1968 심우섭

남자와 기생 1968 심우섭

바보들의 행진 1975 하길종

진짜 진짜 잊지마 1976 문여송

진짜 진짜 미안해 1976 문여송

너무너무 좋은 거야 1976 이형표

푸른 교실 1976 김응천

고교얄개 1977 석래명

고교 우량아 1977 김응천

남궁동자 1977 김수형

병태와 영자 1979 하길종



- 131 -

모모는 철부지 1980 김응천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1987 이규형

기쁜 우리 젊은 날 1987 배창호

그 여자, 그 남자 1993 김의석

가슴달린 남자 1993 신승수

101번째 프러포즈 1993 오석근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1993 유동훈

커피 카피 코피 1994 김유민

닥터 봉 1995 이광훈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1995 구임서

아찌 아빠 1995 신승수

꼬리치는 남자 1995 허동우

코르셋 1996 정병각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1996 김유진 외 6명

패자부활전 1997 이광훈

미술관 옆 동물원 1998 이정향

찜 1998 한지승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998 이은

인연 1998 이황림

엽기적인 그녀 2001 곽재용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1 박흥식

가문의 영광 2002 정흥순

색즉시공 2002 윤제균

동갑내기 과외하기 2003 김경형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2003 오종록

싱글즈 2003 권칠인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004 곽재용

내 사랑 싸가지 2004 신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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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이 동생 광태 2005 김현석

연애의 목적 2005 한재림

작업의 정석 2005 오기환

야수와 미녀 2005 이계벽

B형 남자친구 2005 최원석

미녀는 괴로워 2006 김용화

달콤, 살벌한 연인 2006 손재곤

청춘만화 2006 이한

색즉시공 2 2007 윤태윤

6년째 연애중 2008 박현진

7급 공무원 2009 신태라

청담보살 2009 김진영

시라노; 연애조작단 2010 김현석

쩨쩨한 로맨스 2010 김정훈

김종욱 찾기 2010 장유정

오싹한 연애 2011 황인호

위험한 상견례 2011 김진영

티끌모아 로맨스 2011 김정환

건축학개론 2012 이용주

나의 PS파트너 2012 변성현

러브픽션 2012 전계수

남자사용설명서 2012 이원석

연애의 온도 2013 노덕

슬로우 비디오 2014 김영탁

플랜맨 2014 성시흡

오늘의 연애 2015 박진표

위험한 상견례 2 2015 김진영

뷰티 인사이드 2015 백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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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mantic Relationship in the

Neoliberal Korean Society

: Representa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in

Korean Romantic Comedy Movies since 2008

Sojeong Park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s and meanings of romantic

relationship of neoliberal Korean society. In the contemporary modern

society, majority of the Western discourses on love are under the

assumption of today’s economic transformations, which are marked as

neoliberalism and late capitalism. South Korean society also has

started to focus on the matter of intimacy based on the generational

discourse, which has been rising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us, this study considers romantic relationship as a broader field of

study that is highly interconnected with the continuous social

changes, and not just private matter of individuals.

Furthermore, in South Korea, ‘love’ carries a distinguished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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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n society’s particular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The

terms such as ‘880 thousand won generation’, or ‘N-po generation’

are striking examples that reflect the structural poverty of

contemporary Korea’s young generation,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impossibility of love. On the other hand,

society encourages the youth to engage in romantic relationship as

the media actively deal with romance and sexual issues. This paradox

between the impossibility of love and the normalization of love in

today’s Korean youth culture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romantic relationship’ started from the creation of

individual. As the modern society liberated individuals from the

traditional norm, the concept of ‘romantic love’ was idealized as a

personal narrative in which one develops one’s own ego through

active engagement with the other. However this ideal was challenged

in late capitalism society where an individual is required to be a

compliant laborer. In the so-called risk society, a reflexive individual

has to continuously manage the risk factors during his or her

lifetime, and this transforms the structure of intimacy. As a result,

‘confluent love’, which means more flexible and contingent romantic

relationship, becomes the new ideal.

In this context, to observe how romantic relationship in Korea has

changed over time, this study analyzes the representation of love in

Korean romantic comedy movies. Unlike melodrama, romantic comedy

genre portrays love as a pleasant experience in which the individuals

demonstrate subjectivity and comedic devices reflect hidden reality.

Korean romantic comedy draws a unique genealogy, show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ach era. Analyzing the plot, character, and

convention of the movies in each era will tell how ro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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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has been understood and practiced through the last 60

years.

The romantic comedy movies since 2008 show different ways in

representing romantic relationship: repe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characters without concluding them with happy endings, summoning

the family (which has been absent in romantic comedy for a long

time), portraying a new type of male characters, employing motifs of

destined love or first love, and inserting the fantasy elements.

Based on these textual changes, we can discuss the aspects and

the meaning of love in neoliberal Korean society. First, the

individuals demonstrate the identity of ‘homoeconomicus’ in romantic

relationship. With the advent of romance market, people should

choose their optimal partners, people’s emotions have been capitalized,

and emotional tug of war between people has become important.

Second, the matter of livelihood starts to intervene in romantic

relationship. Romance is undermined as practical survival issues are

prioritized, and as people experience conflicting roles between a

laborer and a lover. Also, since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has

collapsed, new aspects and difficulties have appeared, which leave the

question of gender equality in intimacy. Third, people get caught

between the failure of present love and the nostalgia for ex-love.

Relationship without marriage readily ends up as a failure, and the

nostalgia for previous relationship or first love provides regressive

comfort as compensation. Fourth, romantic relationship is placed in

ambiguous boundary between private and public area. People’s

romantic relationships are still frequently intervened by their families

and this goes along with the Korean society’s recent tendency in

which public area intervenes the area of intimacy.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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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of love encourages people’s relationships to be displayed

in the public space. Lastly, despite all these difficulties discussed

above, people keep their relationships and build new ideals. Today’s

romantic relationship requires people’s effort and will, as people have

to endure harsh reality to be in such relationship. As a result, love is

a reward for such effort and will.

To conclude, the recent socioeconomic structure situates romantic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such contradictory values, and the

difficulty to adjust and negotiate these values forces the individual to

give up love. Nevertheless, many people keep their relationships by

bonding and putting effort to each other.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in romantic relationship implies a silver lining against all

the pessimistic discourses that surround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refore securing the stability of intimacy can open the

possibility to resolve the multiple social problems that neoliberal

Korean society is currently facing.

keywords : romantic comedy, romantic relationship,

neoliberalism, representation,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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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

찰한다. 현대사회의 사랑에 대한 서구 담론들은 후기자본주의 및 신자유

주의라는 경제적 구조의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이 가시화되기 시작

하면서 세대론적 관점에서의 친밀성 문제 또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처

럼 사랑과 친밀성의 영역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논의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더욱이 연애란 사랑과는 다른, 보다 실천적 개념으로 한국 사회의 특

수적 맥락을 고려해서 관찰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

는 구조적 빈곤은 ‘88만원 세대’, ‘N포 세대’라는 명칭으로 요약된다. 이

로 인해 연애주체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 사회의 연애 담론은 그들을 연애불가능 세대라고 호명하기에 이른

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연애와 성(性)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연애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일종의 연애정상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연애

불가능 담론과 연애정상화 담론 사이의 모순된 구조로부터 시작한다.

연애는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자유

로운 개인’이 생겨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는 서사로서의 ‘낭만적 사랑’ 관념이 이상화되었다. 그러

나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은 자본주의 구조 하에 자유로

운 노동력으로 호명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일대기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되면서 친밀성 영역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낭만적 사랑의 영원성과 고귀성을 탈각한 ‘합류적 사랑’이 신자

유주의 사회의 이상적 연애관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해체되고 합류적 사랑이 이상화되는 가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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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한국의 연애하기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이를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재현에 주목한다. 로맨틱 코미디란

멜로드라마와는 달리 연애를 개인 주체의 즐거운 실천으로 서사화하는

장르이며, 코미디라는 장르적 장치는 현실의 모순을 환기시키거나 개인

의 욕망을 드러나게 해준다.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는 희극 영화에 뿌리

를 두면서 하이틴영화, 청춘영화 등을 거치며 특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각 시대의 영화는 서로 다른 재현 관습을 통해 그 시대의 연애에

대한 의미를 농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의 플롯, 캐릭터, 관습을 분석해봄으로써 한국에서 연애가 어떠한 변화를

거치며 실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현 방식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결합을 통한 해피엔딩이

결여된 채 갈등과 이별을 반복하는 플롯이 발견되는가 하면, 오랜 기간

로맨스 영역에서 제외되었던 가족의 존재가 플롯상에 재소환되기도 한

다. 캐릭터는 경제적 개인과 인격적 개인으로서 다채로운 특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남성 캐릭터의 재현 방식의 변화는 많은 논의를 가능케 한

다. 또한 운명적 사랑과 첫사랑의 모티브, 연애의 자기서사화 작업, 판타

지 요소의 증가, 회상 구조 등의 재현 관습은 오늘날 연애에 대해 사회

적으로 합의된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이러한 특징과 변화를 통해 신자유

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연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발견이다. 연애가 하나의 시장을 형

성하고 스펙화되는 가운데, 연애주체들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시장주

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의 자본화를 통해 개인

은 자기감정으로 침잠하거나 감정의 줄다리기에 골몰하게 된다. 두 번째

는 먹고사니즘 하의 연애하기의 양상이다. 연애는 먹고살기의 문제에 의

해 밀려나게 되고, 연애주체는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연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이에서 갈등한다. 또한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가 붕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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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이 친밀성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로맨스 서사의 경

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친밀성 영역에서의 새

로운 양상과 고충은 보다 평등한 친밀성 영역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현사랑의 실패와 옛사랑의 그리움 사이에 놓인 개인

의 모습이다. 오늘날 결혼을 탈각한 연애는 종종 실패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퇴행적 위로로써 첫사랑의 노스탤지어가 만연한다. 네 번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한 연애에 대한 것이다. 개인

의 연애에서 가족의 존재는 최근 친밀성 영역에 공적 영역이 개입되는

움직임과 맞물려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내면화

를 통해 연애의 스펙화가 나타나면서,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연

애하기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애하기가 지닌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애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연애 욕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논의한다. 오늘날의 연애주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름의

새로운 이상향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큰

동력으로 작동한다. 연인들은 현실을 감내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애를 하

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의지에 대한 보답으로써 사랑을 성취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연애주체는 상충

하는 가치 속에 놓이게 되고, 이 가치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

을 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연애가 포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현실을 감내하고 유대하며 노력하는 방식으로서의 연애를 관찰

할 수 있다. 연애불가능성의 시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많은 연애관계와 그

안에서의 개인이 발휘하는 선택과 능동의 주체성은 ‘N포’로 표현되는 비

관적 담론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친밀성 영역에서의 안정의 확보는

곧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요어 : 로맨틱 코미디, 연애, 신자유주의, 재현, 담론분석

학 번 : 2014-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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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 제기

텔레비전 프라임타임의 드라마들은 언제나 울고 웃는 연애 이야기로

사랑받고, 연애 코칭 예능 프로그램은 많은 화제를 낳으며, 지방자치단체

는 미혼남녀의 미팅을 주선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1) 바야흐로 연애의

시대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며 자연스레 다양한 연애 담론 또한 형성

되었다. 최근의 연애 담론들은 대부분 경제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기

든스, 바우만, 벡, 일루즈 등 서구 학자들은 후기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

의 흐름 안에서 친밀성의 영역이 겪는 구조적 변동을 관찰한다.

본 연구 또한 이처럼 경제적 구조와 연애에 대한 밀접한 연결고리를

수용하면서 진행된다. 연구 대상이 2008년 이후의 영화로 설정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조명되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청년세대

의 위기와 함께 친밀성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대

의 섹스와 결혼에 대해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서두를 떼는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의 서술처럼, 청년세대

의 연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연애 담론은 연애의 불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비

연애의 시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최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인 연애 욕구가 나

타나고 연애를 정상화 상태로 인식하면서도 젊은이들을 연애불가능 세대

로 호명하는 모순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순된 담론

구조를 바탕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의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최근의 연애 담론은 경제적인 문제로 연애, 결혼, 출

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용어로 대표되듯이 세대론적 논의를 중심

1) 한상현 (2015, 10, 13).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개최. <뉴스타

운>. URL: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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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가장 주요한 연애주체인 만큼 세대론에 기

반한 연애 담론은 타당성을 지니지만, 이러한 논의는 자칫 경제적 문제

로 인한 연애불가능성에만 매몰되어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 중인 다양한

연애의 면면을 간과하고 연애주체의 실천이 지닌 가치를 간과할 수도 있

다.2)

본 연구는 연애를 탐구하기 위한 장으로써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관찰

한다. 대중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

유되는 의미 체계를 생성해내는 재현 체계임과 동시에 다양한 담론들이

농축되어 있는 텍스트이다.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담론을

형성하거나 분석해내고 이데올로기를 포착할 수 있다. 한편 로맨틱 코미

디 영화는 연애관계에서의 남녀 개인의 주체성의 발휘가 관찰되면서도

드라마보다 폭넓은 표현을 허용 받고 있어 본 연구의 주제에 적확한 텍

스트이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란 “사회정치적 환경이 관계의 형성 및 발

전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합하기 위해 헤

쳐 나가는 로맨틱한 모험”(Kaklamanidou, 2014, 8쪽)으로 정의되는 경향

이 있을 정도로 영화의 사회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주목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사회정치적 함의

를 이끌어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

국 사회에서 실천되는 연애하기의 양상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자 담

론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 및 연애 담론의 사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연애주체

인 젊은이들이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은 어떠하며, 오늘날의 연애

관념은 어떠한 역사적 변화를 거쳐 왔는지, 그리고 특정한 재현 관습을

2) 한금윤(2015)의 연구는 친밀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연관 짓는 담론의 성

행과 삼포 세대로 명명하는 언론의 보도 경향 때문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연애

가 포기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대학생들 중 여전히 연애와 결혼을 희

망하는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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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부터 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해내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오늘날의 연애

를 논의할 수 있는 준거틀을 형성한 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대한 텍

스트 분석과 담론 분석을 한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텍스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부터 한국 사회의 시

대별 연애하기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2008년 이후 로맨틱 코

미디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연애하기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맥락 하에

특수한 양상을 지니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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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친밀성

1.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신자유주의는 이제 정치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담론, 이데올로기, 통치

원리 그리고 주체성 형성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조영한, 2012, 23쪽).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맥락화되며 신자유주의

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친화적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논의된다(윤상

우, 2009; 조영한, 2012).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을 통해 발전해온

한국 경제가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이로 인한 대거 구조조정을 경험

한 후 이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대응으로써 도입된 체제가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는 국가와 대기업 중심으로 이

루어지면서 노동 유연화, 승자 독식주의의 견고화, 양극화 심화 등의 변

화를 심화시켰다(김세균, 2007).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생존의 방식으로 ‘자기계발’이 장려된

다. 서동진(2010)은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 자본주의는 ‘주체성의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 새로운 주체로서 ‘자기계발하

는 주체’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하에 기업의 경영 담론은

“‘불확정적인(uncertain)’ 경제적 행위를,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으로 가시화, 객체화하고, 동시에 그에 참여하는 노동주체를 관리하고 통

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체화하는 과정”(43쪽)이 되었고, 이러한 통치

전략은 노동주체로서의 자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

주체는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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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세대 담론과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의 청년

들을 명명하는 몇 가지 용어가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연애가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연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

주의라는 물적 토대 위의 청년세대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는 가장 흔히 ‘88만원 세대’와 ‘N포 세대’로 불린다.

‘88만원 세대’3)란 대학 졸업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낮은 평균 임

금 소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생활하는 20대를 은유적

으로 일컫는 표현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N포 세대’란 처음에는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개념에서 시작해 여기에 ‘내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 ‘건강과 ’외모‘마저 포기하는 ‘9포 세대’라는 개념으

로 확장되고 있다. 즉, 오늘날 청년세대는 불안정한 물적 기반 위에서 미

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포기해나가는 세대로 표상된다.

청년세대에게 자기계발 주체성은 ‘스펙’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청

년들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에 자신을 맞추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스펙으로 불리는 자기 자산을 경영해나간

다. 이것은 ‘개인 간의 군비경쟁’(최철웅, 2010)이자, 생존경쟁이다. 이러

한 생존 경쟁은 경제적 생존보다는 사회의 낙오자로 찍히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사회적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가깝다.

김홍중(2015)은 이러한 오늘날의 실존 조건을 ‘생존주의’라고 표현한다.

생존이란 “삶의 거의 모든 영역 또는 생애 과정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상태”(193쪽)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것이 오늘날 청년세대의 마음의 레짐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생존은 경쟁을 통해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황

뒤에는 또 다른 경쟁이 뒤따르는 “생존과정의 영구적 연쇄”(194쪽)라는

점에서 청년세대를 좌절케 한다. 이에 청년들은 미래의 전망이나 대안적

3) 88만 원은 한국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119만 원에 20대의 임금 비율 74퍼

센트를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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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당장의 먹고 사는 실용적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냉소적 속물’이 된다(최철웅, 2010).

이러한 한국 청년세대의 상황은 많은 대중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다.

오혜진(2013)은 2011년에 출간된 소설들인 <철수사용설명서>(전석순),

<유령>(강희진), <표백>(장강명)에 나타난 현재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

노, 저항을 읽어낸다. 그리고 황미요조(2013)는 오늘날 비정규직 시대의

여성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리는 ‘계급차 로맨스(inter-class

romance)’의 서사를 믿지 않으며,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봉쇄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달달함’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순간에 집착하는 경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2. 친밀성을 둘러싼 사회변동

경쟁적 생존과 자기계발이 강요되는 현대사회의 물적 조건 위에서 사

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3포 세대’라는 말의 탄생에서 알 수 있

듯이 연애, 결혼, 출산 같은 친밀성의 영역이다. “<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상적’ 삶”(김홍중, 2015, 190쪽)에서 취직이라는 우선 과제가

달성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그 뒤의 과정은 자연스레 연기되거나 포기되

고 있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경영하는 과정에 연애나 결혼이

라는 사적 관계가 장애물로 경험되면서, 친밀성의 영역은 더 이상 삶의

필수적 과정이 아닌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영역으로 전환된다

(Beck, 1990/1999; Giddens, 1993/2001).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친밀성은 어떠한 사회적 변동을 보여주는

가? 우선 가장 분명하게 체감되는 변동은 결혼에서이다.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이던 결혼 연령이 꾸준

히 상승해 2014년 남성 32.4세, 여성 29.8세가 되었다. 결혼 시기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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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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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4 31.8 32.1 32.4

남자 여자

그림 1. 국내 평균 초혼 연령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이것은 혼인율 자체의 감소로도 이어진다. <그림 2>는 1990년에는 인

구 1000명 당 25명이던 혼인 인구가 2014년에는 14명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대의 혼인율은 지난 50년 간 급격히 감소했다. <그림

3>에 나타난 통계4)를 보면 1955년에는 20대의 절반 이상이 기혼 상태였

으나 혼인율이 점차 감소해 가장 최근의 인구총조사인 2010년 조사에 따

르면 13%로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1955∼2010년의 인구총조사에서 집계된 20대 총 인구수와 20대 기혼자 수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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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인구 1000명 당 혼인 인구 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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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20대 혼인율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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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의 변화는 곧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짐작케 하며, 인식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우선 그 중 하나로써 통계적

으로 확인 가능한 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림 4>와 <그림 5>가 보여주듯이, 지난 10년 간 여성 취업자 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직 및 전문직 영역의 여성들이 늘어났

다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했음을 증명한다. 근대사회

혹은 아시아 유교사회가 지닌 전통적 젠더 분업 체제 하에서의 여성은

가사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여겨졌으며, 여성의

일대기란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외에 복수의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들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보편혼 관념의 붕괴가 일어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과

친밀성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기 일대기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되면서 결혼은 당연하게 결심할 만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

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젠더 분업에 대한 사고방식이 통용되고

있어, ‘경력단절녀’와 같이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과정

에서 사회적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여성들이 많다.5)

5) 채새롬 (2014, 12, 23). "서울 경력단절녀 비율 34.2%…남성의 2배". <연합뉴

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2/0200000000AKR

201412221804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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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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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여성 관리·전문직 종사자 수의 변화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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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혼 관념이 붕괴되자 연애관계 또한 자연스레 유동성을 띠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썸’이라는 현상은 연애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썸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호감에 대한 암묵

적 합의가 존재하는 관계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적 충실의 의무 및 약

속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관계이다. 영화 <오늘의 연애>(2015, 박진표) 측

에서 20∼30대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6)에 따르면,

28%가 현재 썸 관계의 이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썸의 지속 기간은

대체로 2주 미만에서 한 달 미만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로맨스

관계가 매우 짧고 자유롭게 경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연

애 실태 및 담론에 대한 논의들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유동적 연애의 면

모에 주목하고 있다(이명원, 2012; 김정영·이성민·이소은, 2014; 로리주희,

2014).

제 2 절 연애의 변화

1. 연애하기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라는 말이 한국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12

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 <쌍옥루>에서 연애는 새롭고도 신성한

일이라고 말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이다. 이후 1920년대 중반부터 연애

는 자유연애라는 말의 약어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권보드래, 2003).

연애란 서양 선교사들이 사용한 ‘love’라는 단어의 적절한 번역어로서,

6) 김미리 (2014, 12, 12). '썸 타는' 영화 '오늘의 연애', 썸 설문조사 공개. <마

이데일리>. URL: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

42121638501123&ex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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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국의 언어감정을 번역하기 위해 계발된 단어”(15쪽)로 사용되었다

고 한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사랑이란 그다지 주목받는 가치가 아니거나

애국주의적 맥락 하에서 사용되었는데, 연애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로지

남녀 관계가 도드라질 수 있게 되었다. 즉, 가족이나 국가와의 결속을 벗

어나 개인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개념화된 것으로, 여기서부터 개인의

주체성 혹은 개인성에 대한 주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권보드래(2008b)에 따르면 “한국에서 연애의 등장은 전통적인 관계와

질서가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 징표”(62쪽)이며,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만들어져,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

구하는 계기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더 이상 개인이 ‘국민’이라는 이

름으로 국가에 종속된 통합적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설득력을 잃

으면서, 개인은 능동적 주체로서 재정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유연애란 개념은 남녀의 만남을 가족 및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언어적 전략’으로서, 각 개인의 내면의 요구를 따를 자유

를 보장받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처럼 연애는 개인의 영역을 강화하고

개인을 내면적이고 감정적 존재로 특권화시켰다(권보드래, 2008b).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love’가 ‘연애’로 번역되면서 연애는 love의 또

다른 일반적인 번역어로써 사용되는 ‘사랑’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는 점이다. 연애란 사랑의 감정 뿐 아니라 관계의 차원을 포함한다. “사

랑이 내면이나 정(情)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개체성

을 표현하는 개념이라면 연애는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개체성을 증명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권보드래, 2008b, 76쪽).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연애

의 주체였던 청년들은 연애라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족과 국가의 틀에

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연애하기, 즉 두 개인의 주체성 및

개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그 안에서의 실천으로서의

사랑의 양상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연애하기가 지닌 구체성과 실천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조부모 세대가 가족집단을 형성하는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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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도로서의 결혼을 중시하고 사랑의 감정은 부수적인 것으로 경험했

고, 부모 세대가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각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 왔다면, 오늘날의 연애주체들은 연애관계라는 독립적 관계 안에서 복

잡한 로맨스의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고 있다.

1910∼20년대 연애주체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퇴학, 이혼,

자살 등을 하며 사회적 저항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권보드래,

2008b). 이처럼 한국에서의 연애란 가족과 국가의 기획에 저항할 수 있

는 관계적 실천이자 개인성의 실천이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사랑과는

구분되는 연애라는 개념이 한국의 근대적 경험의 특수성을 형성한 만큼,

연애주체가 어떠한 연애관계를 맺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어떠한 실천

을 보여주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곧 동시대의 특수성을 읽는 한 가지 방

법이다.

2. 근대적 개인의 낭만적 서사로서의 사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연애 개념이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

으므로, 서구 역사에서 근대적 개인성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사랑의 관

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대적 개인성이란 전통사회에서 탈전통사회

로의 전환에서 탄생한, 이른바 ‘자유로운 개인’이 담지한 개인성이다. 근

대적 자유로운 개인은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노동

력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사회의 전통적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획득

적 신분으로 평가받고, 문화적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개체

화되면서 주관주의적 문화를 가진다(조혜정, 1991).

근대적 개인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근대의 개인 정체성 및 사회적 영역

을 이분화해서 설명한다. 벡(Beck, 1990/1999)은 자유로운 노동자로서의

개인의 측면과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개인의 측면을

포착하고 있으며, 하버마스(Habermas, 1990/2001)는 탈전통적 산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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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계의 영역과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루만

(Luhmann, 1982/2009)은 근대의 개인들이 “이중의 증가라는 특징, 즉 비

인격적 관계들을 맺을 가능성이 증가하며 또한 더 집중적인 인격적 관계

들을 맺을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특징”(28쪽)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때

비인격적 관계란 노동주체이자 경제적 개인으로서 맺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인격적 관계란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연애관계 또한 이

에 속한다. 즉, 근대사회의 개인은 연애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

켜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적 인격관계의 주체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 연애관계에서 이상적인 가치로 추구된다. 살스비(Sarsby,

1983/1985)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12세기경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낭만적 사랑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에 이르러서야 인데, 바로 이 시기가 앞서 말한 탈전통사회에로의 이행

이 일어난 시기이다. 근대적 자유로운 개인이 로맨스 주체가 되어 낭만

적 사랑을 이상화하게 된 기제에 대해서는 기든스(Giddens, 1993/2001)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을 종교적 열의와도 유사

한 ‘숭고한 사랑(sublime love)’과 ‘열정적 사랑(amour passion)’의 맥락

을 잇는 것으로 보면서도, 여기에 개인의 ‘서사’ 차원이 생겨났음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한다.7) 낭만적 사랑이란 “개인화되어, 더 넓은 사회적 과

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거점도 가지지 않는 어떤 개인적 서사 안에 타

자를 삽입하는 이야기”(78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개인의

것이다. 또한 낭만적 사랑은 “개인적 삶을 미래 시간의 식민화와 자기정

체성의 구성에 관련시켜 조직하는 양식”(Giddens, 1993/2001, 106쪽)이라

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낭만적 사랑의 서사란 곧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유지시켜주는 서사임을 의미한다.

7) ‘로맨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낭만적

사랑과 소설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한다(Giddens, 1993/2001). 즉, 낭만적

사랑은 서사성을 주요 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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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사랑은 하나의 관념 복합체를 형성한다(Giddens, 1993/2001).

여기에는 자유와 자아실현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사랑의 이상과 함께 도

덕적이고 숭고한 요소가 동반된다. 낭만적 사랑이란 종종 첫눈에 반하는

것과 같은 충동성을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섹슈얼리티는

배제된다. 유일한 상대를 향한 영원하고 헌신적 관계를 약속함으로써 낭

만적 사랑은 “섹슈얼리티와 단절하면서도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되었

다”(Giddens, 1993/2001, 79쪽). 이러한 숭고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결혼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낭만적 사랑 복합체는 가정의 영

역을 형성하고 ‘모성의 발명(invention of motherhood)’이라는 현상을 만

든다. 이로써 낭만적 사랑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의해 꾸려지는 “본질적으로 여성화된 사랑”(Giddens, 1993/2001, 83쪽)이

라는 특징을 지닌다.

요약하자면 근대의 로맨스 주체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

하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결여를 메꾸며, 자아의 진정

성을 바탕으로 개인 서사를 형성해나가는 도덕적 주체이다. 그리고 이러

한 근대의 낭만적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정은 핵가족의 형태를 띠며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를 바탕

으로 사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영위된다. 특히 여성에게 낭만적 사랑

을 통한 열렬한 연애와 이를 결혼으로 이어가는 것은 자아실현의 각본으

로 이해되었다(조혜정, 1991).

한편 근대적 개인과 낭만적 사랑을 논의하는 국내 연구는 대부분 한국

근대 소설을 대상을 이루어졌다. 그 중 이광수의 소설은 연애 개념과 근

대적 개인의 탄생 지점으로 여겨진다(김지영, 2007; 권보드래, 2008a). 근

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야기되는 또 다른 텍스트인 한국 멜로드라마 장르

영화는 1950년대에 가장 큰 대중적 흡입력을 발휘하며 이후에도 한국 영

화 전반에 깔린 정서로 작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이념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자 생활에 대한 감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일상과 사적 공간을

무대로 삼는 멜로드라마가 대중적 서사가 된 것이다(김미현, 200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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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인>(1956, 한형모)과 같은 영화 속 전근대적 가치규범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여성 주인공들은 근대적 개인의 면모를 드러내며, 근대로의 이행

기에서 급속히 변하는 사회 풍속의 재현은 멜로드라마가 지닌 근대적 상

상력을 보여준다(윤석진, 2004).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에서 근대

적 관념의 사랑에 대한 논의는 근대 소설과 멜로드라마 영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3. 현대사회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에 대한 논의가 달라지고 이와

더불어 사랑도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벡(1990/1999)은 현대사회의

개인화는 이전까지의 개인화 과정과는 다른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한

다. 현대의 개인화란 대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노

동시장 개인주의’로 표현될 수 있다. 노동시장 개인주의는 개인화와 결합

된 ‘위험한 기회들’마저도 민주화한다. 이것은 벡이 다른 저서에서 주장

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론과 일통한다.

테일러(Taylor, 1991/2001)와 기든스(1993/2001)는 벡의 위험사회론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불안에 대해 고찰한다. 새로운 개인화가

낳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의 만연은 개인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성찰성을

지니게 한다. ‘성찰적 개인(reflexive individual)’은 지구적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며 직면하게 되는 열린 행위 가능성들에 대해 계산적인 태도를 지

니게 되고 지속적인 위험사정(risk assessment)을 한다. 그리고 전통적

지표로부터 단절된 채, 끊임없는 선택지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선택을

바탕으로 일대기를 구성해간다. 이 과정에서 미래는 현재의 성찰성 안에

조직되는 미래의 식민화가 발생하고 강한 자기 감시를 바탕으로 한 ‘내

부준거적 체계(internal referent system)’가 발달하게 된다.

연애는 개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화 양상의 변화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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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변화로 이어진다. 위험사회를 사는 성찰적 개인에게 사랑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된다. 전통적 결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안

전감이 사라지는데 이를 학자들은 ‘탈주술화’(Weber, 1985: Beck,

1990/1999 재인용), ‘내적 고향 상실(innern Heimatlosigkeit)’(Berger,

1973: Beck, 1990/1999 재인용) 등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 속

에서 개인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친밀성 영역에 집착하게 된다. 내부준거

적 체계에만 의존해 “자기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찾아내야

하는 개인들에게 사랑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축”(Beck, 1990/1999,

293쪽)이 되었고 현대사회의 ‘신흥종교’로까지 명명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랑이 이전보다 중요해진 한편 사랑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

다. 사랑의 어려움은 개인이 겪는 두 가지 형태의 갈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요구와 인간관계의 요구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한다. 사랑이 개인의 삶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은 개인에게 언제든지 이동가능한 자유로운 노동력이기를 요구

함으로써 사랑과 결혼에 정박하지 못하게끔 작동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계산하고 성찰하게

된다. 두 번째 갈등은 이러한 첫 번째 모순을 가진 개개인의 만남에서

발생한다. 각자의 일대기 구성의 책임을 지닌 개인과 개인이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을 때, 서로의 일대기를 하나의 일대기로 협상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두 개인 모두 노동력으로서의 자아와 연인

으로서의 자아 사이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인 친밀성 구조의 변동으로 드러난다. 현대로 올수록 결

혼은 점차 미루어지거나 포기되는데, 이는 앞서 한국의 친밀성을 둘러싼

사회 변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혼율은 높아지고 자녀 수

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이상적 연애관을 기든스는 ‘합

류적 사랑(confluent lov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명한다. 합류적 사랑

은 “각기 따로 흘러나오던 두 개의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흐르듯, 두 사람의 정체성이 과거에는 각기 달랐음을 인정한 위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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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사랑의 유대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

해 가는 그러한 사랑”(108쪽)이다. 즉, 영원하고 유일무이한 낭만적 사랑

의 특성을 탈각한 대신 현대사회의 유동성을 수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바우만(Bauman, 2003/2013)은 이와 유사하게, 자유롭고 유동적인 현

대사회를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라고 명명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리퀴드 러브(liquid love)’라고 일컫기도 했다.

합류적 사랑은 감정적인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형성한다

는 점에서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의 원형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Giddens, 1993/2001). 순수한 관계란 관계 외부의 것에 구애받지 않

고 관계 자체가 지닌 내적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그 관계에 있는 개인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한에서만 지속되는 관계이다. 이는 루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의 ‘재귀성(reflexivit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uhmann, 1982/2009). 즉, 사랑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합류적 사랑의 관계에서 연인은 상대가 관심과 욕구를 드러낸 만큼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 감정적 교류가 민감하고 긴밀하게 이루어

질수록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특별한 사람(the one and only)’의 존재를

전제하는 낭만적 사랑과 달리, 합류적 사랑이 강화될수록 특별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지지만 서로가 기울이는 감정적 노력에 의해 ‘특별한 관계’

가 갖는 가치는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루즈(Illouz, 2011/2013)는 유사한 논의를 ‘감정 진정성 체계(regime

of authenticity of emotions)’의 작동으로 설명한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개인 사이에 특정한 의례에 맞추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감정 수행성

체계(regime of performativity of emotions)’가 존재했다면, 오늘날의 개

인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루즈

(2007/2010)는 ‘감정 자본주의(emotional capitalism)’ 하의 개인을 포착한

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 자본주의와 사적 감정의 상호침투가 이루어지자, 개인의 감정 능력이

중요해졌다. 즉, 개인은 일에서건 인격적 관계에서건 자신의 감정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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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으로 활용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 논의들은 일루즈의 또 다

른 저서인 <사랑은 왜 아픈가>(2011/2013)에서 현대사회 연애의 불안의

기제로써 다시 논의된다. 현대의 연애관계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중심

으로 한 ‘정서적 개인주의(emotional individualism)’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기에 불안정하며, ‘순수한 관계’가 사적 영역을 규범적으로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각 개인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감정 권

력을 가지고 로맨스 시장에 참여하고 서로의 욕구를 계산하고 가늠하는

욕구의 경제학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사랑은 감정 진정성에 기반한 순수한 관계이자

개인의 삶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지위를 지니면서도, 개인에게

불안과 고충을 동반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제 3 절 미디어 재현과 담론

연애가 근대적 개인의 서사로서 등장해 서사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다고 할 때, 서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물로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미디어

의 로맨스 콘텐츠는 연애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TV 드라마들은 로맨스를 다룸으로써 인기를 얻고 있으며, 드

라마 속 재현을 통해 현실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존

재한다. 그렇다면 미디어 재현을 통해 이해하는 현실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현과 현실, 그리고 담론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본 연구

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미디어의 재현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연애

담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재현(representation)’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 간에 의미를 생산하고 교

환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Hall, 1997). 홀은 문화란 하나의 실천

체계로, 의미의 생산과 교환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미의 생산과



- 20 -

교환을 담지하는 재현 체계는 문화적 구성물임과 동시에 ‘문화 흐름

(circuit of culture)’의 중요한 요소이다(Hall, 1997). 한 사회 안에서 사람

들은 공통의 의미 체계를 가지고 의사소통하고, 이때 공유되는 문화적

코드들은 곧 재현 체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언어가 가장 기초적

이면서 핵심적인 재현 체계로, 사람들은 언어가 지닌 의미와 기호에 대

한 합의를 통해서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기호학은 재현 체계로서의

언어의 작동 원리를 탐구한다.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재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법은 더 확장되어

‘담론(discourse)’의 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담론이란 특정한

대상이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설명해

내는 언표들의 집합체이다(Hall, 1997). 기호학적 접근이 재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시학(poetics)의 원리라면, 담론적 접근은 재현이

만들어낸 의미 체계 혹은 지식이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고, 행동을 규제

하고, 정체성과 주체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지식이 다시 어떻게 재현의

방식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순환의 역학 및 정치학을 의미한다(Hall,

1997).

담론적 접근법의 대표적 사례인 푸코(Foucault)의 연구는 담론의 역사

적 맥락에 주목한다. 어떤 대상이나 실천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

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푸코는

<성의 역사>(1975/2004)를 통해서 섹슈얼리티가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어떤 식으로 언급되고, 연구되고, 통제되고, 욕망되어왔는지를 좇아

간다. 앞서 살펴본 낭만적 사랑이나 합류적 사랑이라는 관념 또한 근대

사회와 후기자본주의 사회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이므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라는 역사적 맥락은 또 다른 담론

의 생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푸코는 담론이 지식과 권력을 생산해내고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에 대해서도 주목한다(Foucault, 1982). 지식이 사회 규범과 실천을 규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할 때, 지식의 생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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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의 담론은 곧 권력의 생산 기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권력의 담지자 혹은 지식/권력이 행해지는 대상으로서 주체는 형성된다.

즉, 주체는 담론 속에서 생산된다. 이것은 특정한 주체성은 특정한 역사

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

의 연애주체가 지니는 특징 또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안에서 파악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재현은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

식을 생산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으로서의 담론과 밀접

한 연관을 지닌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담론을 해석하는 작업, 즉 어떠한 사회적 대상과 실천

에 대해 어떤 의미 작용 및 지식이 생산되고 소통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주체가 호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재현과 담론의 상호구성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재현 연

구는 ‘과연 재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물음에 부딪혀왔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구와 왜곡의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실재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먼저 답해야 한다. 홀은 이에 대해 실재의 물질적 영역과 재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과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Hall,

1997).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은 실재의 영역이 아니라 재현 체계

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미디어 재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왜곡하

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를 생성하는 구성적

(constitutive) 과정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재와 재

현 사이의 간극이 아니라 실재를 재현하는 재현의 방식이 된다. 본 연구

는 재현이 지닌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전제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재

현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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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로맨틱 코미디

1. 로맨틱 코미디의 정의와 범주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기원은 세익스피어의 희극에까지 거슬러 올

라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할리우드

의 장르 시스템 생성 속에서 발전해왔다(Schatz, 1981/1995). 영화의 장

르란 “관객에게 그들이 보는 내러티브의 종류를 빠르게, 다소 복합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약호, 관습 및 시각스타일들의 체계”(Turner,

1988: 김훈순·김은정, 2000 재인용)이다. 관객은 장르 영화의 정형화된

패턴 및 이미지를 통해서 영화적 ‘게슈탈트(gestalt)’ 혹은 ‘심적 경향

(mind set)’을 형성해나간다(Schatz, 1981/1995).

보드웰(Bordwell)이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이야기 유형을 ‘일반적인

것’과 ‘이성애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었을 정도로 로맨스란 영화의 흔한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윤성은, 2011). 로맨스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

양한 내러티브와 결합하여 그려져 왔는데, 그 중 로맨스가 플롯의 주축

이 되는 장르는 멜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이다. 멜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가 로맨스를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이에 답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화 작업인 동시에 왜 멜로드라마가 아닌 로맨틱 코

미디가 본 연구의 적절한 연구 대상인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멜로드라마의 경우 매우 넓은 범주를 아우르며 그 역사를 구축해온 장

르이고, 로맨틱 코미디 또한 일정 부분 멜로드라마의 장르성에 빚지며

탄생했다는 점에서, 두 장르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는 어렵다. 그래서 멜

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각

장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함을 문제시한다(Krutnik, 2002; Singer,

2001/2009; 윤성은, 2011). 이들 장르는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기보

다 그 장르를 구축하는 몇 가지 특성 및 범주를 제한하고, 상호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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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멜로드라마는 음악(melos)과 드라마(drama)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로,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1910년 <눈물을 쏙 빼는 드라마(The

Tear-Drenched Drama)>라는 제목의 잡지 기사에서이다(Singer,

2001/2009). 그 시작점에서 알 수 있듯이 멜로드라마는 강한 주정주의

(emotionalism)와 감상성(sentimentality)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로, “공감

을 일으키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잘못된 사랑과 결혼의 장애, 세대 간

마찰과 메울 수 없는 모성 공간의 고난들, 인습의 편협함과 가부장 구조

에 직면한 여성 자립의 어려움과 존엄성,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희생의 애처로운 숭고함”(Singer, 2001/2009, 65쪽)을 다룬다. 또한 멜로

드라마는 ‘과잉(excess)’의 성격을 지닌다(Brooks, 1976; Neal, 1986;

Singer, 2001/2009). 과도하게 비극적인 상황이 정서적 과잉과 미장센의

과잉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 멜로드라마의 전형적 특징이다.

한편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틱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코미디인데,

주요 플롯(A Story)이 로맨스 관계에 중점을 맞추고 서브 플롯(B

Story) 또한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야한다(Mernit, 2000). 주요 플롯에서

는 로맨스 관계 속에 있는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

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결합하게 된다

(김광철·정병원, 2004).

닐과 크루트닉(Neal & Krutnik, 1990)은 “멜로드라마에서 애정은 종종

결혼을 향해 나아가거나, 결혼에 의해 좌절”되지만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비록 구애의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결혼에 의한 결합으

로 나아”간다고 구분한다(203-204쪽). 또한 멜로드라마가 여주인공의 욕

망과 좌절에 초점을 맞춘다면 로맨틱 코미디는 “구애 플롯에 집착함으로

써 한 여성과 한 남성에 관심을 갖게”(204쪽) 하며 여주인공의 욕망도

이러한 이성애적 결합 내에서 표현된다고 말한다. 로맨틱 코미디도 죽음

과 고통 등 멜로드라마적 긴장감을 포함하기도 한다(Neal&Krutnik,

1990; 윤성은, 2011; Kaklamanidou, 2013). 그러나 닐과 크루트닉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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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극적 요소들이 결국은 해피엔딩을 향한 진로상의 장난이라고 말하

며 해피엔딩에 대한 확고한 구조적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로맨틱 코미디는 일부 비극성을 흡수하고 활용하며 궁극적 메시지에

는 로맨스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크루볼 코미디(screwball comedy)’가 로맨틱 코미디와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그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크루볼 코미디는 재미에 더 강조점이 있는 한편 로맨틱 코미디는 사랑

을 더 강조한다고 구분된다(Gehring, 1998: 윤성은, 2011 재인용).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가 보다 현실적인 내용과 진정성 있는 캐릭터들을 동원한

다. 그럼에도 두 장르 간에는 구분이 모호한 지점들이 있으며, 한국 로맨

틱 코미디 장르에서는 스크루볼 코미디와 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영화들

이 발견되기도 한다.8) 하지만 현재 영화 연구에서 통상적인 장르 구분에

있어서 스크루볼 코미디는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나타났던 특정 형태를

일컫는 좁은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로맨틱 코미디의 하위 장르로 설

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설정을 따르기로 한다.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로 샤츠(Schatz, 1981/1995)는 플롯, 배경, 캐릭

터, 도상을 제시하며, 이 요소들이 단순한 텍스트 구성 요소를 넘어서 문

화적 컨텍스트, 혹은 ‘준거 영역(field of reference)’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성은(2011)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

해 플롯(plot), 관습(convention), 캐릭터(character), 도상(icon)의 특성을

제시한다.9) 모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이에 부합하는 특성을 보여주지

는 않지만, 다른 장르와는 구별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반적 특성으

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이다.

8) 게링은 스크루볼이 로맨틱 코미디보다 전형적이고 익살스러운 캐릭터와 삼

각관계, 슬랩스틱을 활용한 코미디가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한국의

일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으로 보인다.

9) 윤성은(2001)은 플롯과 관습 대신 ‘포뮬러’,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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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두 남녀가 구애의 과정에서 성격이나 신분, 성(性)적 차이

등 크고 작은 장애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이

를 극복하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코미디의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한다.

-1차적인 갈등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고, 2차적인

갈등은 주인공들의 심리적인 요소에 기인한다.

관습

-성과 성행위에 관한 직설적이고 대담한 대화가 오간다.

-남녀 사이의 성(性)적 차이를 드러내는 말다툼을 벌인다.

-키스신이나 베드신 등 로맨틱한 러브신이 있다.

-놀이공원이나 유람선 등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장면이 등

장한다.

-두 남녀가 헤어진 후에는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를 그리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캐릭터

-두 남녀는 결혼 적령기에 있다.

-주인공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직업적 혹은 성적으로 매력

적이다.

-주인공들은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하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있다.

-남녀 주인공 외에 조연 커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코믹한 캐릭터이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삼각관계나 사각관계를 이루는 라이벌 캐릭터가 등장한다.

도상

-주로 현대의 도시가 배경이며, 높은 빌딩과 화려한 시내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주인공의 아파트, 오피스텔, 직장, 작업실 등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다.

-주인공들 중 적어도 한 명은 당대의 스타로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다.

표 1. 로맨틱 코미디의 범주적 특징

*출처: 윤성은 (2011). <로맨스와 코미디가 만났을 때>. 파주: 이담.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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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1) 정의 내리기의 어려움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의 의미와 범주는 더욱 규정하기가 어렵다. 일부

한국영화사 관련 저술들에서 특정 작품 및 작가를 중심으로 로맨틱 코미

디를 논의하고는 있거나(이영일, 2004; 김미현, 2006), 특정 시대의 로맨

틱 코미디 혹은 유사 장르10)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김정훈, 2013; 이우

석, 2013; 송영성, 2015), 로맨틱 코미디 자체의 장르적 특징과 계보에 대

한 연구로는 윤성은(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

화에 대한 장르 연구들도 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전의 역사

에 대해서는 코미디나 청춘영화 등 다른 세부 장르와 뒤섞여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윤성은, 2011; 김정훈, 2013).

한국 로맨틱 코미디 정의내리기의 어려움은 우선 한국 영화가 장르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방식에서 기인한다. 장르 영화의 발전 과정에 대해

포실론(Focillon, 1942: Schatz, 1981/1995 재인용)은 ‘실험적 단계-고전적

단계-세련화 단계-바로크(자기 반영적) 단계’로 변화해나간다고 말했다.

실험적 단계에서는 관습들이 하나의 형식을 확립해가는 단계이고, 고전

적 단계에서는 관습들이 균형에 도달해 예술가와 관객의 상호이해가 달

성된다. 이후 형식과 스타일이 장식되어가는 세련화 단계를 거쳐 형식

그 자체가 실체이며 내용이 되는 바로크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이와 같은 궤적을 보여주지 않는

다. 초기 단계에서 외국 영화의 수입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장르를 구

축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윤성은(2011)은 이러한 한국 장르 영화 구축의 역사적 특

10) 이우석(2013)은 1960년대 청춘영화를, 송영성(2015)은 청춘 코미디 장르 영

화를 다루는데 여기에는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을 지닌 영화들이 다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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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에 대해 짚으면서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전반적으로는 실험적

단계를 거쳐 90년대 고전적 단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후 자의식적 단계

에 들어섰다는 진화론적인 의견을 견지한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에 따라 플롯의 구성이 다양화 및 복잡화되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역사에 단계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초기 단계에 등장한 <여사

장>(1959, 한형모)은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성을 따르는 고전적

인 단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오히려 70∼80년대의 영화들은 90년대에 본

격적으로 기획되어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의 맹아를 보여주는 실험

적 단계로 보인다. 90년대에는 독특한 캐릭터나 상황 설정을 통해 많은

변주를 시도해 이미 자의식적인 단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정의내리기의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영화

를 지배하고 있는 멜로적 성향 때문이다. “50년대 한국 영화에서 코미디

와 멜로드라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란 쉽지 않다”(오영숙, 2005: 윤

성은, 2011 재인용)는 말은 단순히 50년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하

다. ‘천만 영화’로 불리는 한국 역대 흥행 영화들을 살펴보면 주 장르가

무엇이든 간에 비극적 정서의 과잉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소위 ‘신파

영화’11)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또한 주인공의

수난과 죽음 등을 종종 다루며 멜로드라마와의 구별을 어렵게 해왔다.

(2)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계보도

그렇다면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11) 신파란 일본에서 구파극(舊派劇)으로서의 가부키 연극에 대립되는 용어로

등장했는데, 1910년 이후 한국에도 그대로 수입되어 극예술에서 다뤄져왔다. 연

구에 따라 신파 영화를 멜로드라마보다 이전 시기에 존재한 역사적 장르로서

규정하기도 하고, 신파성을 멜로드라마의 속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된 정서와 비극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신파로 일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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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를 멜로드라마와의 범주적 구별을 통해서

정의를 찾아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당대의 한국 영화사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2) 즉, 한국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특정 시대에는 특정 영화가 로맨틱 코

미디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겠다.

로맨틱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희극 영화의 계보에서 출발한다. 영화의

탄생 시기에 이미 코미디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할리우드 영화와는 달리,

한국은 비극적인 근대사를 겪으며 코미디 제작의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

기되며, <청춘 쌍곡선>(1956, 한형모)이 최초의 코미디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윤성은, 2011). 이 영화는 서로 집을 바꿔 살게 된 두 남자가 각자

의 여동생과 교제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최초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

기도 하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서울의 휴일>(1956, 이용민), <오해마

세요>(1957, 권영순), <자유결혼>(1958, 이병일)과 같이 로맨스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나왔고, <여사장>(1959, 한형모)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로

맨틱 코미디와 비슷한 장르적 관습이 발견된다. 이외에 <3인의 신

부>(1959, 김수용), <청춘배달>(1959, 김수용) 등이 일부 멜로적 정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청춘들의 로맨스를 명랑한 윤리와

빠른 템포를 가지고 다룬 영화로 평가된다(이영일, 2004).

한편 50년대의 영화들은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족 대통

합으로 이어지는 가족주의적인 내러티브를 지닌다(윤성은, 2011). 이러한

성격은 60년대 홈드라마 장르에서 로맨스가 빈번히 활용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로맨스 빠빠>(1960, 신상옥)는 엄격한 가부장주의를 벗어난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로맨스를 경험하거나 꿈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말띠 신부>(1966, 김기덕)에서도 여러 부부가 주인공

으로 등장해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결말

로 나아간다.

12) 한국 영화가 전반적으로 멜로드라마적 요소의 활용에 적극적인만큼 로맨틱

코미디에서의 멜로적 경향성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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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년대에는 신성일-엄앵란 스타 커플을 탄생시킨 청춘영화 장르

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 중 <청춘교실>(1963, 김수용), <연애졸업

반>(1964, 김수용) 등은 청춘들의 연애를 즐겁게 그려내면서 로맨틱 코

미디의 정서를 드러낸다. 더불어 성변장(gender disguise)을 소재로 한

<여자가 더 좋아>(1965, 김기풍)가 흥행에 성공한 뒤, 심우섭 감독의

<남자 미용사>(1968), <남자 식모>(1968), <남자와 기생>(1968)과 같은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윤성은, 2011).

1970∼80년대에는 텔레비전 보급으로 인해 영화산업이 침체기를 겪음

과 동시에 유신정권과 군부정권의 영향 하에 호스티스물13)과 에로영화

가 대량 생산되어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멜로드

라마의 우세 속에서 ‘하이틴(high teen)’ 장르가 유행하며 로맨틱 코미디

의 계보를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이틴영화는 고등학생들을 주

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사랑과 우정, 학교생활을 보여주는데 <고교얄

개>(1976, 석래명)가 대표적인 영화이다. 문여송 감독의 <진짜진자 잊지

마>(1976), <진짜진짜 미안해>(1976), <진짜진짜 좋아해>(1977) 시리즈

는 여주인공의 죽음 등 멜로드라마의 결말이나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발랄한 청춘들의 연애담이 서사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춘영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사회정치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일

으키는 영화들이 등장한다. <바보들의 행진>(1975, 하길종)은 청춘의 고

뇌와 등장인물의 죽음을 통해 비애적 분위기를 만들지만 그 비애가 운명

에의 굴복이라기보다는 “치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춘의 몸부림”(이상

용, 2012)으로, 낙관과 희망까지 내포하고 있어 로맨틱 코미디의 정서와

어긋나지 않는다. 이후 <병태와 영자>(1979, 하길종),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이규형),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이창호)도 멜로

드라마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발랄한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13) 호스티스물도 남녀관계와 애정문제를 다루는 로맨스 장르이지만, 암울한 시

대상황 안에 희생되는 주변부 인물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멜로드

라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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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의 변화를 시사하고 다채로운 청춘 군상과 연애관을 보여줌으로써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영화는 90년대에 등장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들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고 평가된다(윤성은, 2011).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장르적 관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

이명세), <결혼 이야기>(1992, 김의석) 등은 대중의 공감을 사는 플롯과

캐릭터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 시기 로맨틱 코미디는 영화사에서 철저한

기획과 시장조사를 거쳐 나온 기획영화들이 많았고, <결혼 이야기>의

경우에는 사전 리서치와 실제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

으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윤성은, 2011).

2000년대에는 <엽기적인 그녀>(2001, 곽재용)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결말과 캐릭터, 장르 변형 및 혼합이 나타났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대의 문화적 특성이며 단일 장르에 대해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관객들

의 생각이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윤성은, 2011). <첫사랑 사

수 궐기대회>(2003, 오종록),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 곽재용)

등은 주인공의 죽음과 같은 갈등 요소가 잔재하는 결말을 맺는가 하면,

<싱글즈>(2003, 권칠인), <작업의 정석>(2005, 오기환), <달콤, 살벌한

연인>(2006, 손재곤) 등은 주인공 남녀의 선택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반드시 주인공 남녀가 결합해야

한다는 해피엔딩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며, 보다 다양한 연

애 내러티브에의 요구와 공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는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아직 반절밖에 지

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요약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연애를 동

화적인 것으로 판타지화하기보다는 연애하는 개인이 겪는 현실적 고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러브

픽션>(2012, 전계수)이나 <연애의 온도>(2013, 노덕)는 극중 인물의 감

정을 섬세하게 다룸으로써 많은 공감을 얻은 영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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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애 담론의 장으로서의 로맨틱 코미디

(1) 즐거운 실천으로서의 연애

영화사 초기부터 사랑 이야기는 주로 멜로드라마의 몫이었고, 한국 영

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남녀관계가 코믹 로맨스

로 변모해가면서 로맨틱 코미디가 연애를 관찰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

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화산업의 변화라기보다는 “이혼율, 미혼율, 여성

지위 변화에 따른 남녀평등 등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강명구,

2014, 192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사랑 이야기라도 여성

이 운명적 상황 안에서 억압받는 이야기가 아닌, 남녀가 동등한 주체로

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인 연애를 살펴보는 장으로서는 로맨틱 코미디가

적절한 것이다.

원용진(1997)의 논의에서도 비슷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원용진은 드라마 <모래성>(MBC, 1988)과 <애인>(MBC, 1996)을

비교하며, <모래성>에서는 불륜이 가족이라는 강력한 자장 안에서 다루

어지며 비극적 정서로 그려진 반면 <애인>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연애,

로맨스로 그려지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연애가 개인의 즐거운

실천으로 인식되고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본 연구에서도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한국의 로맨스 장르 영화

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관객 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

년대부터 현재까지 당해 흥행 순위 20위 안에 든 로맨스 영화는 총 221

편이다. 그 중 각 시대별로 멜로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중 주인공이 결혼관계 및 불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와 연애관계 및 비결혼관계에 있는 경우의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두 수치를 볼 때 영화콘텐츠 안에서 로맨스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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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70∼80년대 로맨스 영화는 주로 호스티스물

로 주인공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처절히 희생되었다. 연애란 대

개 비극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건강하고 발랄하게 이끌어가는 교제 관계로 표현될 뿐 개인 간의 자발적

인 연애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서사는 드물었다. 이후 90년대에는 멜

로드라마와 로맨틱코미디의 비율이 비슷해지긴 했으나, 이 중 로맨틱 코

미디의 40%정도는 결혼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로맨틱코미디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면서부터인데 이와 동시에 로맨틱 코미디 장르 내에 비결혼관계의 이야

기도 증가했다.14)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미혼 남녀 간의 연애

그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갈등 구조와 해피엔딩을 갖춘 이야기가 만들

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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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그림 6. 당해 흥행 순위 20위 영화 중 멜로드라마 장르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 영화 수의 시대별 변화

14) 결혼관계라고 해도 <어린 신부>(2004, 김호준), <댄서의 순정>(2005, 박영

훈) 같은 영화들은 형식상의 결혼부터 하게 된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사실상 연애 로맨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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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결혼관계를 다루는 영화와 비결혼

관계를 다루는 영화 수의 시대별 변화

이처럼 전통적인 정상결혼 관계에 속하지 않는 연애관계가 주로 여성

의 비극 내지 파국으로 이어지던 멜로드라마 장르에서와 달리, 로맨틱

코미디 속 연애는 즐거운 로맨스 서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로맨틱 코미디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경

우 가족주의와 신파극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르에 멜로드라

마의 정서가 녹아 있고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는 더욱 그

러한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는 여전히 근대적

관념의 연애를 중심적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 장르이면서 연애하기에서의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텍스트임은 분명하다.

(2)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효과

로맨틱 코미디가 지닌 장르적 효과도 중요한 논의들을 제공해준다. 이

윤희(2011)는 장르영화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만, 장르와 장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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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균열과 새로운 요소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

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와 코미디

의 장르 혼합으로 생겨난 장르로 “(정통) 멜로드라마에 담긴 의미와 논

리들을 코믹하게 다루면서 기존의 멜로드라마가 가진 관습을 조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121쪽).

로맨틱 코미디가 젠더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다. “사랑이란 여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할리우드가 허락한 몇

안 되는 영역”이라는 로우(Rowe, 1995: Kaklamanidou, 2013 재인용, 110

쪽)의 말처럼 여성은 로맨스 장르 안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15) 그런데

한국의 멜로드라마에서는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유지됨으로써 여성 주인공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반면 로맨틱 코미디에

서는 코미디적 요소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복적인 시도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곧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 코미디가 발생하

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로비(McRobbie, 2006)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 diary)>(2001, Maguire)에서 독신 여성인 브

리짓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꿈꾸는 장면이 코믹하게 그려진다는 점을 지

적하며, 최근 여성들이 신보수주의의 결혼에 대한 가치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중구속(double entanglement) 사이에서

15) 여성은 로맨스 장르의 수용자로서 수동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Modleski, 1982; Radway, 1984), 특히 문화계발효과 이론에 관한 연구들

은 드라마 시청이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고 밝혀왔다(Sergin&Nabi,

2002; 금희조, 2007). 여성들은 로맨스 장르물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해 환상과

대리만족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맨스물이 여성 수용자에게 현실 도

피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맨스 장르, 특히 로맨틱 코미디 안의 여성 캐

릭터가 주체적 면모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사

장>(1959)에서 여주인공은 잡지사 사장으로 남자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여존남

비’의 사상을 주창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설정은 다른 장르물에서는 기

대하기 어렵지만 로맨스에서는 주인공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과 더불어

코미디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전복적인 시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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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순과 갈등을 경험하는가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논의한 바 있다.

김소연(2014)은 90년대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남성 캐릭터들을

통해 가부장적 편견이나 전근대적 행동방식을 폭로하고 희화화하는 방식

을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성 캐릭터의 인격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사

랑이 희극적 감정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말한다. 또한 서곡숙

(2005)은 코미디가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이지, “진실로부터의 도피”(214

쪽)가 아니며, 코미디적 요소를 통해 영화 속 연인에게 놓인 현실적 장

애물을 보여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시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들이 지닌 낙관적인 삶의 가치관을 조명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로맨

틱 코미디에서 코미디가 발생하는 지점은 곧 현실 상황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면서 개인의 환상과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인 것

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로맨틱 코미디가 연애하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장르임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즉, 로맨틱 코미디는 동시대의 청춘들이 연

애주체가 되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로

맨틱 코미디 영화는 그 사회의 연애하는 개인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로맨틱 코미디의 선행 연구의 경향

사회에 존재하는 연애 및 로맨스 관념을 살펴보기 위한 매개체로서 로

맨틱 코미디 영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크루트닉(Krutnik, 2002)

은 1980∼90년대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등장인물의 인종, 섹

슈얼리티, 나이 등을 다양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유동적인 친밀성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 장르란 전

통주의적 개념으로서의 이성애 일부일처제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친밀

성의 문화 간의 타협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장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카클라마니도(Kaklamanidou, 2013) 또한 신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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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의 로맨틱 코미디 내러티브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젠더와 장르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연구가 한국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특성을

지닌 TV 드라마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대상의 연구는 드라마 속 젠더 재현에 주로 주목하는 연구들과(최현주,

2008; 우린, 2010; 박은하, 2014),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여주인공 혹은 연

상녀-연하남 커플 등 특정 설정 하에 변화하는 연애관계를 논의하는 연

구들로(김지혜, 2014; 정지은, 2014)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남녀관계의 성(性)역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또한 주로 젠더 역학에 주

목한다. 박선아(2008)와 권은선(2012)은 영화 속 여주인공의 여성성을 분

석하고 있고, 김정훈(2013)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남성성 재현에 주목

함으로써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남녀 관계를 관찰해

냈다. 한편 송영성(2015)의 연구는 ‘청춘 코미디’라는 장르 명칭 하의

1960년대 영화들을 분석하면서 청년 주체와 연애결혼에 대해 논의한다.

이처럼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젠더 재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애하기의 실천적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로맨스 콘텐츠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

이 소수의 특정 TV 드라마를 텍스트로 삼는 과정에서 맥락적이고 통시

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

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한국에서의 연애가 어떻게 실천되거나 표상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좇아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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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한

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에 대한 담론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연애를 어떻게 재현해왔는가?

1-1. 각 시대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캐릭터, 관습은 어

떤 특성을 지니는가?

1-2. 각 시대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텍스트적 특징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연애하기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2. 2008년 이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캐릭터, 관습은 이전

영화들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가?

3. 이러한 재현의 변화 및 특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에 대해 어떠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가?

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상으로 삼는다. “매스 미디어와 학

문, 예술이 생산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산물들은,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스스로를 (자기)관찰하는 대표적 형식들”(Luhmann, 1997: 김

홍중, 2015 재인용)로, 영화는 다양한 사회의 자기관찰과 담론들이 발견



- 38 -

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애 담

론을 고찰하기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가장 적절한 텍스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영화를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시기적인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2008년은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기로, 이 사

건을 계기로 세계가 “신봉하던 신자유주의시대의 모든 철칙들은 한순간

휴지조각이 되었으며”16),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키워오던 많은 모순들

이 터져나왔다. 한국 사회 또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친밀성 영역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다음 장부터 논의하겠지만,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TV 드라마가 가난한 여성이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는 서사를 주로 다뤄온 것과 달리,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서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가난이나 계급의 문제가 로맨스에 개입하지 않

는다는 특징을 지녀왔다. 남녀가 화려한 도시를 배경으로 낭만적 데이트

를 하는 모습으로 연애를 그려온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를 시작으로

주인공들은 보다 소시민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

에 들어서면서는 먹고살기의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즉,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더욱 가시화된 먹고 살기의 문제는 사회의 친밀성 구

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영화의 재현에도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도 TV 드라마보다 영화가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앞선 장르 분석에

따르면 멜로나 스크루볼 코미디의 요소도 모두 골고루 갖고 있어 엄밀하

게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해서 보기 힘든 경향이 있다.17) 또한 드라마는

16) 참세상 (2013, 6, 18). “부자들의 사회주의와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

서”. <참세상>. URL: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

nid=70714

17) 드라마의 전반부는 캐릭터의 익살성과 슬랩스틱 코미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스크루볼 코미디의 성격이 강한 반면, 극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서적 과

잉이 나타나는 멜로드라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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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대중성과 공영성의 책임을 지니기에 소재나 표현의 측면에서 한계

를 지니는 반면 영화는 좀 더 폭넓은 표현을 통해 연애를 다양하게 조명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화는 통시적 시각을 취하기에

용이하기도 하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직

접적인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고 있으면서도, 보다 명확한 담론분석을

위해 지난 60여 년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사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

다. 즉,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플롯, 캐릭터, 관습 등에서

이전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연애하기의

특수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두 개의 코퍼스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담론분석의 직접

적 대상이 되는 영화들로, 200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개봉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다. 우선 장르 영화란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그 목

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관객을 확보한 영화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잘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흥행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

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18)의 공식 통계19)에 따

라 당해 흥행순위도 20위 안에 든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 그 중,

결혼과 분리된 단계로서의 연애하기라는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관계

를 다루는 영화들을 제외했고, 노년의 연애를 다루는 영화가 한 편20) 뿐

이어서, 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해 이도 제외했다. 즉, 젊은 미혼 세대가

연애의 가장 활발한 주체이자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조응하는 연

애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남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

는 연애관계가 주요한 설정인 영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영화가 지닌 가치나 영화사에서의 경중이 오로지 흥행성으로만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집계된 극장 관객 수와 상관없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거나 유의미한 논의점을 제공하는 영화들이 존

18) www.kobis.or.kr

19) 2015년 10월 기준

20)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추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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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그래서 영화 비평, 선행 연구, 신문 기사 등과 더불어 연구자 본

인의 체감을 반영해 몇몇 영화를 추가했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총

18개의 영화가 연구 대상이다.

제목 연도 감독

6년째 연애중 2008 박현진

7급 공무원 2009 신태라

청담보살 2009 김진영

시라노; 연애조작단 2010 김현석

쩨쩨한 로맨스 2010 김정훈

김종욱 찾기 2010 장유정

오싹한 연애 2011 황인호

위험한 상견례 2011 김진영

티끌 모아 로맨스 2011 김정환

나의 PS파트너 2012 변성현

러브픽션 2012 전계수

남자사용설명서 2012 이원석

연애의 온도 2013 노덕

슬로우 비디오 2014 김영탁

플랜맨 2014 성시흡

오늘의 연애 2015 박진표

위험한 상견례 2 2015 김진영

뷰티 인사이드 2015 백감독

표 2. 연구 대상인 2008년 이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두 번째 코퍼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로맨틱 코미디의 텍스트 변화

및 연애하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영화들로 최초의 코미디 영

화가 개봉되었다고 기록된 1956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들이다.21) 첫 번째 코퍼스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22), 관객수 기

21)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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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없는 1970년대 이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미하게

논의되고 있는 작품들을 선정했다. 총 79개의 영화가 대상이며 이를 가

지고 4장에서 플롯, 캐릭터, 관습의 특징을 바탕으로 시대별 연애의 특성

을 정리해본다. 또한 이를 통해 본고의 연구 대상인 2008년 이후의 로맨

틱 코미디와 연애하기가 어떠한 역사와 지형 위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맥락적 이해를 심화해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1. 텍스트 분석

영화의 장르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플롯, 캐릭터, 관습, 도상을 들 수

있다(Schatz, 1981/1995). 플롯은 영화의 전개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를 분석함으로써 연애 관념에 대한 전반적 인식 파악이 가능하다. 캐릭

터는 연애하는 개인의 개인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

므로, 연애주체의 개인성과 그 시대가 특정 가치를 부여하는 남성성, 여

성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관습이란 강한 장르 구속성을 지닌 요

소이면서, 구체적 에피소드와 미장센을 통해 사회반영적인 성격을 지닌

다. 따라서 관습은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담론들을 이끌

어내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도상은 영화 속 이미지의 활용을 볼 수 있는

요소인데, 한국 로맨틱 코미디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요소로 여겨지며 도상에 대한 분석은 기호학적 해석을 요구해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제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2) 통합전산망이 구축된 2003년부터는 전국관객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연감에 표기된 서울관객수를 기준으로 했다.



- 42 -

는 플롯, 캐릭터, 관습을 영화 텍스트의 구성요소로서 분석하면서, 여기

서 발견되는 질서와 문법을 통해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플롯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은 기본적으로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에 대

한 오해와 갈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결합하게

된다는 양식을 지닌다. 윤성은(2011)은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적 단계에

서 발견되는 세 가지 플롯을 제시하고 자의식적 단계에서 이 중 한 가지

플롯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성은 스스로도 서술하

고 있듯이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경우, 고전적

단계가 짧고 실험적 단계, 고전적 단계, 자의식적 단계가 혼재되어 나타

난다는 특징을 지녀 단계적 플롯 변화 구분법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윤성은의 분류법을 참고로 하되, 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발견되는

플롯 패턴을 5가지로 설정해 연구 대상 영화들을 분류해본다.23) 어떤 시

기에 어떤 플롯이 많이 나타나는가를 통해 개인적 서사로서의 연애에 대

한 체험과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유형 구성

A 커플 – 갈등 – 갈등 해소

B 커플 – 갈등 – 이별 - 재결합

C 만남 – 갈등 – 결합

D 만남 – 갈등(1차) - 결합 – 갈등(2차) - 이별 - 재결합

E 만남 – 결합 – 갈등 – 이별 – 열린 결말

표 3.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23) 본 연구에서 B, C, D, E형으로 분류한 것은 윤성은(2011)의 분류법에서는

각각 A, B, C, C’(C의 변형)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A형은 윤성은의 플롯 논

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한국의 초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여겨져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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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

많은 기존 연구들이 여성 캐릭터의 재현에 주목해왔다(박선아, 2008;

권은선, 2012; 이화정,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한 젠더 재현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애하기의 실천적 측면에 주목하여 남녀 캐릭

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역할에 의해 정체화되기도 하므로,

캐릭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의 경우 캐릭터는 모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

인 도시인이라는 특성을 띤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올수록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연애관계에서의 역할 사이의 충돌 및 모순을 경험하

게 되는 양상이 영화에서 주요한 갈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윤성은(2011)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 고전적 단계의 여성 캐릭터들을

‘적극적이다’, ‘성격이 강하고 드세다’, ‘독립적이다’ 등의 성향으로 분류하

는데, 이런 모호한 형용사들로는 담론적인 논의로 확장시킬 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인격적 개인으로서의 면모와 경제적 개인

으로서의 면모를 함께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한 입체적 분석은 곧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개인성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3) 관습

영화의 관습은 동일한 유형의 에피소드 및 설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동일성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 자체에 유형화와 상징성을 내포

하고 있다. 그래서 관습은 사회 행동 양식에 대해 그 사회가 공유하는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으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관습은 연애

에 대한 합의된 이미지를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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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남과 데이트가 이루어

지는지, 주인공들 간의 갈등은 어떠한 계기로 발생하며 갈등 상황에서

인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결별이나 재결합의 장면은 어떤 식으로 재현

되는지 등을 주목하고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연애에 대한 환상

과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갈등에 대한 합의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시대에 어떤 관습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

로써 연애하기를 둘러싼 환상과 갈등을 시대적 맥락에 놓고 고찰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2. 담론 분석

앞서 담론이란 특정한 대상이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함으

로써 현실에 대해 설명해내는 언표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

라서 담론 분석은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개념이나

대상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어왔으며 어떠한 시대를 거

쳐 오늘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박명진, 2012, 14쪽)에 대해 분석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와 같이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담론분석은 구조주의적 언

어학을 뿌리로 두고 있다. 담론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적 질서를 이해하려

는 노력과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의 맥락에 놓고 바라보려는 노력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지는 것이다(박해광, 2007). 텍스트 속 언어는 “특유한 물

질성과 내적 질서”(박해광, 2007, 99쪽)를 가지게 되며, 이에 대한 특정한

접근법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독해낼 수 있다. 텍스트를 언어

구조로써 접근한 대표적 예는 프로프(Propp)의 민담 형태론이다. 프로프

는 신화를 통해 인간 정신 구조의 시원성을 밝히려 한 레비스트로스

(Lévi-Strauss)의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을 그대로 이어받아, 민담들에

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지닌 전형적 도식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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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민담이 역사적 시원성을 지님을 밝혔다. 바르트(Barthes)가 제

시하는 기호의 신화론이나 그레마스(Greimas)의 행위자 모델 또한 구조

주의적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이다.

미디어연구 및 문화연구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담론 분석은

이데올로기 분석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담론은 이데올로기가 물

질화하는 장”(박해광, 2003: 이기형, 2006 재인용, 120쪽)으로, 문화연구는

텍스트가 지닌 문법과 의미를 가지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에 주목함

으로써 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페어클

라우(Fairclough)와 반 다이크(van Dijk) 등이 주도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은 이러한 의식 하에 담론 분석을 정교화하려는 노력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적 구성물로서의 담론을 언어적 차원에서만 분석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적 구조의 언어적 특징을 지닌 대상으로써 바라

본다(박해광, 2003).

이처럼 사회문화적 차원과 담론의 관계에 주목하는 비판적 담론 분석

은 분석의 세 가지 층위를 제시한다(박해광, 2007). 첫 번째는 텍스트의

층위로, 텍스트가 지닌 내용과 형식, 언어적 질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플롯, 캐릭터, 관습을 영화가 지닌

언어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살펴봄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층위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층위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으로, 텍스트와 사회

적 실천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텍스트 및 담론의 생산 및 해석에 대

한 사회적인 인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텍스트의 층위에서 발견된 내

용에 대해 이론화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4장과 5

장에 걸쳐서 각 시대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해석과 인식

이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담론적 실천의 층위를 살펴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위는 사회적 실천으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문

제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담론의 사회적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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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락’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근대와 후기자본

주의 시대의 사랑에 대한 관념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

및 친밀성 영역의 변동을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

해서이다. 이를 통해 영화라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만 함몰되지 않고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를 사회적 실천의 차원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신

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의미를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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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의 변화

제 1 절 1950년대: 가부장제 구조와 자유연애 사상의

경합

1950년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던 한국 사회는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

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적 동향과 더불어 급속한 미국화와 근대화를 통해

생활의 풍속도 격변을 겪고 있었다(김미현, 2006).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대중매체의 보급을 통해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영화도 생산량이 급증하

면서 중흥기를 맞이했다(이영일, 2004). 이때의 장르영화란 아직 미분화

된 상태로 크게 사극과 현대극 정도로 구분되었으며, 현대극에서는 멜로

드라마와 희극영화가 대중적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김미현, 2006). 그

중 희극영화는 1956년부터 급작스럽게 많이 제작되어 1958∼59년은 희

극영화의 붐이 일어났다. 희극영화는 개인의 일상을 비추는 ‘풍속의 거

울’이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견해에 주목했는데,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이

러한 희극영화의 특성과 함께 탄생했다.

이런 배경 하에, 한국 초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는 전근대적인 윤

리적 가치를 전달하는 보수성과 이제 막 가속화된 서구화 및 근대화의

움직임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먼저 이 시기 영화의 플롯은 전형적인 할

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나 스크루볼 코미디 플롯을 따르는 것으로, 남녀가

처음 만나서 어떤 계기로 서로 얄미워하거나 오해하고 있다가 점차 서로

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여사장>(1959)

은 이런 플롯의 전형이다. 잡지사의 사장인 안나(조미령 역)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용호(이수련 역)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 용호가 안나의 잡

지사에 신입 기자로 들어오면서 재회한다. 성격 차이로 갈등을 거듭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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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점차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또 다른 플롯의 특징은 결말이 가족의 통합과

행복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자유결혼>(1958)에서는 세 자매의

결혼 문제가 부모의 적절한 중재 하에 잘 마무리되고, <청춘쌍곡

선>(1956)과 <3인의 신부>(1959)의 형제들은 각자의 신붓감을 찾아 어

머니에게 인사시키는 결말을 통해 화목한 가족을 완성시킨다. <여사

장>(1959)에서는 안나가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고 그녀가 운영하

던 회사를 용호가 대신 운영하면서 더욱 번창한다는 결말을 통해 가부장

제를 정상적 이데올로기로 옹호한다. 이처럼 연애의 서사는 가정을 이루

고 세대를 이어나감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나 가

부장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플롯 유형 영화

A <오해마세요>

B <자유결혼>

C <청춘쌍곡선>, <여사장>, <3인의 신부>, <청춘배달>

D

E

표 4. 195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캐릭터 또한 전통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여사

장>(1959)의 여주인공인 안나는 로맨틱 코미디 여성 캐릭터의 전형을 만

들어낸다. 안나는 “의상이나 화장법, 대화방식,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일정한 교양과 격식을 갖”추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적이며 남성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모던 걸”(장병원, 2013)이다.

<청춘쌍곡선>(1956), <자유결혼>(1958), <청춘배달>(1959)에서도 경제

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

한다. 이들은 구김 없이 자라 밝고 명랑하며 부모와도 격식 없이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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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 남

주인공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로맨스 관계를 주도한다. 이들

과 짝을 맺는 남성 캐릭터는 유순하고 젠틀한 성향을 보여준다. 플롯이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 호응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남성 캐릭터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 여성을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며 다정한 인물로

묘사된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청춘쌍곡선 알 수 없음 무직

오해마세요 회사원 회사원

자유결혼 가정교사 무직

여사장 기자 잡지사 사장

3인의 신부 회사원/우체부/웨이터 무직/무직/댄서

청춘배달 악사 대학생

표 5. 195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그런데 남녀의 로맨스가 진행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법

을 배우게 되고 유순해진다. 여성 캐릭터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거

나, 고등교육을 받아 경제적 활동을 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

화의 해피엔딩이란 여성이 현모양처의 지위를 갖고 경제적 주체성을 잃

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근대적 젠더 분업체계 및 가부장적 질서의 유지

가 친밀성 영역의 정상화 상태인 것이다.

한편 이 시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희극영화 전통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할리우드 장르 문법에서도 로맨틱 코미디보다 코미디성이 강화된

스크루볼 코미디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물들 간에 탁구공을 주고

받듯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시대풍조를 환기시키거나 풍자하기도 하고,24) 개개인

24) <여사장>(1959)에서는 안나가 사장이고 다수의 여직원들로 구성된 잡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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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다양한 생각이 교류된다. 그 중 부모와 자식이 연애에 대해 토

론하는 장면도 빈번히 볼 수 있는데, <자유결혼>(1958)의 한 장면은 당

시 연애에 대한 관념을 엿보게 해준다.

명희 : 도대체 아버지는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 연애결혼도, 중매결혼도 아닌 것.

...(중략)...

아버지 : 즉, 결혼 적령기가 된 자녀를 둔 부모는 먼저 적당한 후보

자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택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덜

하거든. 왜냐하면 부모들은 결혼에 대해서 경험자니까. 말

하자면 이게 중매의 과정이란 말이야.

명희 : 그리곤 그들을 교제시킨단 말이죠?

아버지 : 그렇지. 그들이 교제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두는 동

안이 말하자면 연애의 과정이지.

명희 : 결국 연애를 중매하는 셈이군요. 결혼을 중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 오, 참 그렇구나. 연애를 중매하는 셈이야. 어때, 내 이론

이? 진보적이지?

명희 : 초진보적이죠.

이 시기의 자유연애란 곧 자유결혼과 동의어로, 연애는 결혼이라는 목

적지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란 전통

사회에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중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연애를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

식하고 그 과정을 연애 당사자들 간의 사적 영역으로 존중하려는 “초진

보적”인 의식이 발견되기도 한다.

에 용호를 비롯한 남성들이 면접을 보러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데, 이를 통해

물질주의와 허영에 빠진 여성들에 대한 풍자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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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유연애라는 사상이 전반적인 모티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

부장제 구조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 5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의 경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연애주체는 전통적 윤

리와 신문물의 풍속 사이에서 발랄하고 유쾌한 연애를 보여줌으로써 새

로운 사회의 역동성을 표상한다.

제 2 절 1960년대: 신문물과 새로운 사고방식

1960년대, 구체적으로는 영화법25)이 제정된 1963년부터 1971년까지는

연간 100∼200편의 영화가 제작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된다.

특히 이 시기는 ‘장르영화의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의 장르에 있어

서 양적·질적인 확장을 이루어냈다(김미현, 2006). 따라서 로맨스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장르적 특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플롯 유형 영화

A

B

C
<청춘교실>, <특급결혼작전>, <연애졸업반>,

<남자 미용사>, <남자 식모>, <남자와 기생>

D

E

표 6. 196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25) 1963년 제1차 개정 영화법은 기업화 정책과 외화 수입 쿼터제를 구체화했

다. 이로써 기업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화 제작 시스템이 마련되었

고, 외국영화 수입에 자격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산 영화 제작이 장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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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자면, 196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 플롯은 기본

적으로 모두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해 오해와 갈등을 거쳐 행복한 결말을

맺는 C형을 따르면서도 크게 두 갈래의 이야기로 나뉜다. 첫 번째로

1960년대 초중반 ‘청춘영화’ 장르의 일부 영화들이 청춘남녀의 연애담을

다루면서 로맨스 내러티브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춘영

화는 “서양문화를 소비하고 동경하며 자라난 젊은 관객층이 아카데미 극

장 주변의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서 유행을 일으켰다”(김미현, 2006, 171

쪽).

청춘영화 속 남녀 캐릭터들은 50년대와 유사한 경향을 띠면서도 청춘

특유의 보다 발랄한 감정을 표현해낸다. <연애졸업반>(1964)의 여주인공

신자(엄앵란 역)는 부유한 집안의 여대생으로 밝고 사랑스럽다. <특급결

혼작전>(1966)의 윤정(태현실 역)은 똑부러지는 의대생이다. 두 여주인

공은 자신의 연애 및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선택한 상대에게도 솔직한 태도로 마음

을 표현한다.26)

그러나 청춘영화는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것은 아니며, 청년들의 좌절과 방황 등이 하나의 중요한 정서적 축으로

다뤄지고 있다.27) 이는 5.16 쿠데타와 한일회담을 거치며 민주주의적 가

치의 상실을 경험한 4.19세대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김미현,

26) 신자는 자신이 좋아하게 된 남성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의식하여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윤정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이를 탐

내며 접근하는 의사와 변호사를 정략결혼 후보자로 만나게 되지만, 이들 사이에

서 꼼꼼히 저울질을 해본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 자신을 고학생으로만 알고 있

는 권투선수 석훈(남석훈 역)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짝으로 선택하

는 과감하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27) 청춘영화 중에는 <맨발의 청춘>(1964, 김기덕), <초우>(1966, 정진우) 등과

같이 부모세대와 화해하지 못하고 계급의 벽에 부딪히는 청년들의 좌절이 그려

진 영화들도 많다. 본 연구는 청춘영화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성격이 두드러

지는 영화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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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러한 청춘영화의 경향은 1970∼80년대의 유신정권 하의 청년들

의 정서를 담으면서 그 맥을 이어나간다.

두 번째 갈래는 희극영화의 전통에서 완전히 분화되지는 못한 채 로맨

스가 다뤄지는 경우이다. <남자 미용사>(1968), <남자 식모>(1968), <남

자와 기생>(1968)에서는 남자가 여자 변장을 하거나 여자 직업군에 들어

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로맨스를 겪게 되지만 남자

의 신분 위장으로 인해 결실을 이루지 못하다가 모든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두 사람이 결합하는 이야기이다.28) 이들 영화의 남주인공은 전통

적인 남성에 대한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각

영화에서 남자는 미용사, 식모, 기생 등 전통적으로 섬세하고 가정적인

면모가 요구되는 노동을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해보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주인공의 공감을 얻어 사랑을 쟁취

한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청춘교실 대학생 대학생

연애졸업반 가수 대학생

특급결혼작전 권투선수 대학생

남자 미용사 식모→미용사 식모

남자 식모 식모→회사 전무 무직

남자와 기생 기생→회사원 기생→옷가게 주인

표 7. 196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한편 서양문화를 소비하고 동경하며 자라난 60년대 관객들에게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신문물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는 창구처럼 기능한 것

28) 전반적으로 코미디의 성격이 더 짙긴 하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성변장 소재

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로맨스가 중요한 플롯의 동력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로맨틱 코미디로 범주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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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아래는 <연애졸업반>(1964)의 도입부 나레이션이다.

NAR : 여기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챰스쿨.

챰은 영어로 매력이요, 스쿨은 학교니까 말하자면 매력학교

라고나 할까?

아가씨들에게 멋내는 방법을 배워주는 학교지요.

“챰스쿨”에서는 여자들의 표정과 화장하는 법, 서고 앉을 때의 포즈,

옷맵시 등 자신의 신체를 가꾸고 통제하는 법과 더불어 키스의 종류와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여기서 공부한 신자는 양장점에서 “새로 나온 잡

지 안 보셨나봐요? 금년도 스타일은 라그랑으로 되돌아왔어요”라고 말하

며 세련되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뽐낸다. <남자 미용

사>(1968)에서도 남주인공 형구(구봉서 역)는 프랑스에서 온 ‘앙드레’ 행

세를 하면서 다양한 미용법을 프랑스식이라고 소개한다. 사실 그 미용법

은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손님들이 프랑스식이라는 설명 하나에

설득되고 매료되어 이상한 스타일을 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웃음

을 자아낸다.

인물들이 서구 문물을 동경하면서 소비하는 모습은 1950년대부터 발견

된다.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서울

의 휴일>(1956, 이용민)에서 인물들은 “오늘 우리 랑데부의 플랜은 어떻

게 되죠?”, “당신은 너무나 에고이스트예요”처럼 영어 단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는 등 서구 문화를

즐기는 데이트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이 60년대 영화에서

청춘 남녀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지고, 서구문화를 동경하는 세대가 관객

층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습적 특징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 특유의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도 소비주의적 데이트문화와 사랑의 낭만성을 강

화한다. 60년대의 관객들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연애문화를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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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애에 대한 환상을 형성했을 것이다. 더불어 성변장 소재로 성역

할의 전도를 일으키는 시도를 통해 유교문화의 잔재로서의 남존여비 사

상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변

화를 짐작케도 한다.

제 3 절 1970∼80년대: 순수와 열정의 발산으로써의

연애

1970∼80년대는 전반적으로 강한 정권 하에 통제와 번민의 시대였다.

1972년에는 유신헌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에 장기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

자 신군부 정권이 들어섰다. 이 시기 영화들은 검열 제도의 강화로 인해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사회적 발언이나 역사의식을 드러내

기도 어려웠다. 더불어 1966년부터 전국 단위의 방송이 시작되는 등 TV

방송 문화의 보급과 발전으로 인해 영화산업은 침체기에 놓이게 된다(김

미현, 200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 ‘호스티스물’29)이다.

70∼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은 로맨틱 코미디의 서사 구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이 시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

생인 두 남녀가 만나서 남주인공이 먼저 사랑에 빠지고 여주인공은 그

마음을 가늠해보다가 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플롯이 많다. 그런데 결합

이 이루어지더라도 결말에는 비극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29) 호스티스물은 도시의 타락한 여성들을 주인공 삼아 이를 비극적 정조와 관

음증적 시선으로 묘사하는 장르인데, 사회 주변부적 존재인 호스티스를 다룸으

로써 영화의 오락적 기능 속에 사회문제를 건드려보려는 일말의 시도였다고 평

가되기도 한다(하길종, 1978: 김미현, 2006 재인용). 호스티스물은 80년대 3S정

책 하에 확산되었던 에로티시즘 영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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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보들의 행진>(1975)에서는 주인공 남녀와 함께 어울려 다니

던 주조연급의 친구가 영화 후반부에 권태와 우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하는 장면이 나온다. <진짜 진짜 잊지마>(1976)와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은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결말이 난 경우이다.30)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그저 패배와 좌절감

이 아니라 들끓는 청춘의 마음이고, 연애 서사는 전반적으로 즐겁게 다

뤄지거나 결말에서 로맨스에 대한 낙관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로

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플롯 유형 영화

A <고교 우량아>

B

C

<바보들의 행진>, <진짜 진짜 미안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푸른 교실>, <고교얄개>,

<남궁동자>, <병태와 영자>,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기쁜 우리 젊은 날>

D

E <진짜 진짜 잊지마>, <모모는 철부지>

표 8. 1970∼8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의 성장기이기도 했던 70

∼80년대에는 신예 감독들에 의한 새로운 영화적 경향이 등장하기도 했

다(김미현, 2006).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하이틴영화와, 60년대 청춘

30) <진짜 진짜 잊지마>(1976)는 남녀 주인공이 아직은 어리다는 이유로 미래

를 약속하고 헤어졌다가 남자가 군 제대 후 다시 여자를 찾았을 때 여자가 그

사이 병으로 죽고 어른들이 안타까워하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E형의 특

징을 보여준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은 여주인공이 죽기는 하지만 그 죽

음이란 대학생부터 시작된 남주인공의 짝사랑이 오랜 시간 지나서 결실을 맺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C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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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지류를 이어나간 영화들은 이 시대의 청춘 군상들을 다루면서 시

대에 대한 순수와 저항의 주체로서의 청년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

서는 그 청년상을 ‘달리는 청춘’이라는 기표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이 시

기 영화 속 인물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기준에 맞춰지기를 거부하

며 자신의 주관대로 힘차게 살아간다. 하이틴영화의 주인공들은 사고뭉

치, 말괄량이로 통하며, 늘 유쾌하고 힘이 넘친다. 청춘영화 속 대학생들

은 이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청춘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꿈에 대해 토로한다. 이들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옥죄는

사회의 답답한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바보들의 행진 대학생 대학생

진짜 진짜 잊지마 고등학생 고등학생

진짜 진짜 미안해 고등학생 고등학생

너무너무 좋은 거야 고등학생 고등학생

푸른 교실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교얄개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교 우량아 고등학생 고등학생

남궁동자 고등학생 고등학생

병태와 영자 대학생 대학생

모모는 철부지 대학생 대학생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대학생 대학생

기쁜 우리 젊은 날 회사원 인쇄소 직원

표 9. 1970∼8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70∼80년대 영화들은 학교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씩 이탈한 청춘 군상

을 다루면서 이들의 자유와 엉뚱함, 재기발랄함을 표현하는 관습적 장면

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청년들이 거리를 달리는 장면

이다. <바보들의 행진>(1975)의 도입부에는 배경음악으로 송창식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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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가 흘러나오면서 청년들이 경찰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이 나온다. 극

의 중반부에서 주인공들은 거리를 달리면서 이 행위를 “한국적 스트리

킹”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활기찬 움직임은 후속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병태와 영자>(1979)에서도 반복된다. 군복을 입은 병태(손정환 역)와

면회 온 영자(이영옥 역)는 깔깔 웃으며 활기차게 행진을 한다.

또한 인물들이 수업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자유분방함이

표현되기도 한다. <고교얄개>(1977)의 얄개(이승현 역)와 <미미와 철수

의 청춘 스케치>(1987)의 철수(박중훈 역)도 수업 시간에 선생이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해 학생들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이들의 청춘은 영화 속에서 종종 미래를 꿈꾸거나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고교얄개>(1977)에서 얄개는 면도기를

사용하며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진짜 진짜> 시리즈의 인물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연애를 어른이 되는 하나의 방법처럼 생각한

다. <바보들의 행진>(1975)과 <병태와 영자>(1979)에서 인물들은 종종

“갈매기의 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꿈이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마음속에 꿈틀대는 희망과 성장을 담은 메타포로 언급된다.

그리고 친한 친구의 비극은 주인공들이 꾸는 희망을 좌절케 하거나 불

지피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바보들의 행진>(1975), <미미와 철수

의 청춘스케치>(1987)에서는 모두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사이의 우정 구

도를 설정하고 있다. 주조연급 남자 캐릭터는 주인공 남녀에게 우정의

대상이자 청춘의 표상처럼 등장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고교

얄개>(1977)에서도 얄개와 인숙(강주희 역) 사이의 로맨스만큼이나 집안

이 어려운 친구 호철(김정훈 역)과 얄개의 우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70∼8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에서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장르 관습이나

주인공의 연애 과정이 다른 시기의 영화에 비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캐릭터가 지닌 청년으로서의 주체성이 더욱 주요하게 다

뤄지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속 인물들에게 연애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부조리로부터 도피하거나 속박을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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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10대들은 어른들을 피해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청춘영화의 대학생들은 연인과 함께 “존재

의 가벼움을 만끽”(이상용, 2012)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답답한 사회적 현

실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 영화의 남주인공들은 열렬한 짝사랑의 주

체이기도 하다. <바보들의 행진>(1975), <병태와 영자>(1979), <모모는

철부지>(1980),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에서 남주인공은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주인공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여자는 가진 것은 꿈

과 열정뿐인 남주인공을 결혼 상대로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며 집

안에서 정해준 남자와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남주인공은 이에 아

랑곳 않고 짝사랑을 지속한다. <모모는 철부지>(1980)의 모모(전영록

역)는 말자(이미숙 역)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바다에 뛰

어들겠다고 하거나 대학가요제에 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의 영민(안성기 역)은 대학생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 혜린(황신혜 역)을 짝사랑한 끝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

그리하여 거리를 달려나가는 청춘과 열렬한 짝사랑의 두 이미지는 결

합해 뜨겁고 순수한 청년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현실의 제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약속하는 청년의 모습은 당장은 가진 것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청년의 모습과 겹쳐진다. 즉, 이 시기

영화 속 연애는 청춘에게 제약을 가하는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항해 자신

의 열정과 순수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려진다. 게다가 이 시기

로맨스 영화는 호스티스물 및 에로물과 하이틴영화 및 청춘영화로 나눠

지는데, 남녀관계의 섹슈얼리티가 전자의 장르에 국한되어 다뤄짐으로써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후자의 영화들에서는 낭만적 사랑의

순수성이 배가되어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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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1990년대: 도시남녀의 도발적이고 쿨한 연애

1990년대 민주화의 도래와 문민정부의 수립이라는 사회정치적 변화는

보다 자유롭고 다양화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신세대’는 새 시대

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문화적 정체성이다. 신세대 문화의 핵심은 “권위

주의적이고 허위적인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창조적인 개성에 대한 내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정성호, 2006, 24쪽)이다. 이들은 일탈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소비문

화를 형성했으며, 개방적인 성의식과 탈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주체

였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산업은 신세대 관객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신씨

네, 명필름과 같은 영화사들이 기획력을 발휘하고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

본이 투입되면서 대중의 취향과 욕구를 읽어낸 기획영화들이 새로운 입

지를 다지기 시작했다(김미현, 2006; 윤성은, 2011). 특히 <결혼이야기>

(1992, 김의석)는 코미디의 새로운 감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에

서 멜로드라마의 우세 속에 저평가되고 있던 코미디를 끌어올리고 엄숙

주의의 잣대를 벗어나게 만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김미현,

2006). 이 영화를 시작으로 남녀관계와 성, 취향 등에 대한 탐구를 다루

는 로맨틱 코미디가 늘어나고 대중과 조응하는 감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만남-갈등-

결합’의 구조를 띤 C형 플롯이 지배적인 가운데, 플롯 안에서의 많은 변

주가 존재한다. 그래서 C형 플롯이 전형적인 남녀의 만남에서 연애까지

의 과정을 보여줄 만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슴 달린 남자>(1993)와 <찜>(1998)은 주인공의 성변장으

로 인해 남녀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동성 간의 우정이나 오해를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꼬리치는 남자>(1995)는 남주인공이 개로 변해 있는 동

안 여주인공과의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사람으로 돌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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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말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로맨스의 분위기를 띠기도 한다. 남주

인공이 7명의 여자를 만나는 옴니부스식 구성을 지닌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도 마찬가지이다.31)

플롯 유형 영화

A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B

C

<가슴달린 남자>, <101번째 프러포즈>,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커피 카피 코피>, <닥터 봉>, <아찌 아빠>,

<꼬리치는 남자>, <코르셋>,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패자부활전>,

<미술관 옆 동물원>, <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인연>

D <그 여자, 그 남자>

E

표 10.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한편 연애하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D형 플롯이 <그 여자, 그 남

자>(1993)를 통해 처음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 영화에서

자유로운 생활과 연인관계를 지향하던 주인공 창(이경영 역)과 은(강수

연 역)은 옆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다. 둘은 우연한 계

기로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각자 민망함에 잠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척하다가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며 지내게 된다. 하지만 몇몇 사건을 계

기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전히 자유분방한 성격

31) 이 영화를 하나의 로맨틱 코미디 서사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결혼하게 되는 여주인공이 그 전의 에피소드들

에서도 주변 인물처럼 등장하고 남주인공과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갖는다는 점

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C형 플롯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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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서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별한다. 이후 서로를 그리워하던

둘은 재회하고 연인 사이로 돌아간다. 이러한 D형 플롯은 남녀의 첫 만

남부터 연인으로의 발전 과정, 연애관계에서의 애정과 갈등, 이별, 그리

고 부재의 시간과 재회까지 연애서사의 모든 면면들을 보여준다. “우리

시대의 사랑”32)을 보여준다는 설명처럼 현대사회 연인의 경험을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내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그 여자, 그 남자 기자 간호사

가슴달린 남자 회사원 회사원

101번째 프러포즈 회사원 첼리스트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PD PD/번역가

커피 카피 코피 광고회사 직원 광고회사 직원

닥터 봉 치과의사 작사가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회사원 회사원

아찌 아빠 경찰 무직

꼬리치는 남자 향수감별사 배우지망생

코르셋 횟집 요리사 속옷 디자이너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작곡가 가발디자이너

패자부활전 수의사 사진작가

미술관 옆 동물원 무직 결혼비디오 촬영기사

찜 방송국 AD 조향사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의경→야구심판 대학생→배우

인연 회사원 회사원

표 11.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32) KMDb <그 여자, 그 남자>(1993) 줄거리 정보. URL: http://www.kmdb.

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4658&keyword=%EA%B7%B8%2

0%EC%97%AC%EC%9E%90%20%EA%B7%B8%EB%82%A8%EC%9E%9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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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의 주인공들은 주로 전문직에 종사한다. 이들은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남녀로 이들이 지닌 세련된 인상은 90년대 로맨틱 코

미디 영화가 보여주는 대범한 연애를 대변한다.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커

리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독립적이고 당찬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

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다움을 발산하고 인정받는 캐릭터로, 직

업군 내에서는 기가 세고 독한 모습 때문에 다른 남성들에게 인기가 없

는 것은 물론 남주인공까지 회피하기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33) 그러나

로맨스를 통해 스스로도 잘 몰랐던 연약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 남주인공들은 자유롭고 직설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능청스

레 허세를 부리는 캐릭터가 전형적이다. <그 여자, 그 남자>(1993), <사

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1993), <닥터봉>(1995), <맥주

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의 남주인공들은 자유로운 연애관계

와 성관계를 지향하며 카사노바적인 기질을 보인다. 이들은 능글맞고 유

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관심 있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즐긴

다.

성적 유희의 웃음 코드는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인물들의 수

위 높은 스킨십 및 베드씬과 함께 발견되는 재현 관습이기도 하다. <아

찌아빠>(1995)에서 미성년자인 여주인공은 “아저씨 좆도 나만해”라는 대

사를 서슴지 않고, <닥터 봉>(1995)에서 남자는 오이를 사고 있는 여자

에게 “그걸 먹기만 하나? 또 다른 데는 사용 안하나?”라며 놀린다. 성별

을 가리지 않고 남녀는 성에 대한 대담한 발언을 하고 이것이 매우 진보

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에서는 남주인공의 7번의 성경험을 통해 서사가 진행됨으로

써, 애인이란 존재는 곧 섹슈얼리티로 환원된다. 이렇게 로맨스에 섹슈얼

33) <커피 카피 코피>(1994)의 기찬(김병세 역)은 여장부 같은 지수(진희경 역)

가 “남자가 주는 술 넙죽넙죽 받아마시”는 모습에 학을 떼고, <누가 나를 미치

게 하는가>(1995)에서 종두(이병헌 역)는 여자친구 주영(최진실 역)이 자신보다

실적도 좋고 자신의 상사로 승진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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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가 당연한 전제로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부터이다.

남녀 간의 말싸움 장면 또한 이 시기 영화의 관습 중 하나이다. 남녀

주인공은 서로 원수 같은 사이로 만남을 시작해서 연애에 이르기까지 끊

임없이 서로를 괴롭히거나 싸우고,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자기주장을 고

집하며 부딪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여자, 그 남자>(1993)에서 창

과 은이 하룻밤을 보낸 후 은은 이것을 “즐거운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창은 “화대를 지불”하겠다고 하며 맞불을 놓는다. 이로부터 시작된 갈등

은 연애 후에도 지속된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자

신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불편한 요소로 느끼는 듯하다.

은 : 우리가 왜 같이 있는 거야?

우리는 엄연히 벽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도 따로 있고

각자의 세계도 따로 있고 생활도 따로 있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갈등 장면은 연애란 너무나도 다른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관계이기에 지속적인 타협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

시에 독립적인 도시남녀의 연애를 그려낸다.

이로써 이 시기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란 이전보다 세련되고 유쾌하고

깔끔한 것, <그 여자, 그 남자>(1993)에서의 대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쿨한 관계”34)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인물들은 연인에게 헌신하거나 의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고집한다. 연애는 그

들이 일터에서 발휘하는 전문성만큼이나 멋있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서로의 독립성과 강한 주관으로 인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은 끝없

는 말싸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마침내는 연인으로서의 타협에도 성공하

34) 90년대 영화 속 ‘쿨함’의 감각은 도시적인 배경과도 조응한다. 전문직을 가

진 인물들은 도심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의 인테리어는

이전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구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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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함으로써 캐릭터들은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공한

도시남녀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연애 과정에는 가족의 간섭이나 옛 연인

의 등장, 일에서의 실패와 같은 주인공 둘 관계 외부의 요소가 장애물로

개입하지 않는다. 영화의 서사는 자신의 자아 성장을 완성하는 여정으로

서의 연애 과정, 서로에 대한 쾌락적 욕구와 탐구로서의 연애 과정에만

집중한다.

제 5 절 2000∼2007년: 연애의 보편적 갈등과 환상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국영화는 검열의 폐지와 자유경쟁 시장으로의 전

환을 통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르네상스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된다(김미현, 2006). <JSA 공동경비구역>(2000, 박찬욱), <친구>

(2001, 곽경택), <태극기 휘날리며>(2004, 강제규) 등의 흥행 대작들은

천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더불어 스크린 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멀티플

렉스의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영화산업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맞이했다.

영화 콘텐츠의 세련화가 일어나고 관객의 기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영화 장르들이 발전해나갔다. 로맨틱 코미디 또한 본 연

구에서 다른 시기보다 코퍼스가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가 제

작되어 흥행을 거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플롯상의 가장 큰 변화는 D형의 증가

이다. 21세기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포문을 연 <엽기적인 그녀>(2001)가

D형 플롯을 잘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견우(차태현 역)는 지하철에서 그

녀(전지현 역)와 불쾌한 첫만남을 가지게 된 후 얼떨결에 연인이 된다.

두 사람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첫사랑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한

그녀는 견우에게 이별을 고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손을 잡는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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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플롯 유형 영화

A

B <색즉시공 2>

C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문의 영광>,

<색즉시공>, <동갑내기 과외하기>,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야수와 미녀>,

<미녀는 괴로워>, <청춘만화>

D
<엽기적인 그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35),

<내 사랑 싸가지>, <연애의 목적>, <B형 남자친구>

E
<싱글즈>, <광식이 동생 광태>, <작업의 정석>,

<달콤, 살벌한 연인>

표 12. 2000∼2007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D형 플롯을 통해 연애의 구체적인 과정이 그려지면서 연애의 갈등과

환상이 주요하게 다뤄지게 되었으며, 여기서 오늘날의 로맨스나 데이트

문화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규칙과 이벤트들이 발견된다. 그 중 2000년대

초반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재현 관습은 주인공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연인을 소개하거나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인정받는 장면

이다. <엽기적인 그녀>(2001)에서 견우는 그녀의 강의실에 찾아가 장미

꽃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고,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2003)의 태일(차

35)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는 플롯상의 이별 단계가 남주인공 명우

(장혁 역)의 죽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결합 단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던 여주인공 경진(전지현 역)에게 명우가 바람이 되

어 돌아와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씬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고, 마지막

에는 경진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남자(차태현 역)를 만남으로써 영화가 <엽

기적인 그녀>(2001)의 프리퀄임을 암시하며 로맨스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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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역)은 전교생이 지나다니는 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일매(손예진

역)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한다. 각 영화에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부

러워하거나 환호하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군중의 역할을 한다.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2004)에서 경진은 명우가 일하는 학교에 찾아와 여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언니 남자친구니까 건들면 언니가 죽여버릴 거예

요”라고 선언하고 학생들은 이에 질투와 부러움의 환호로 응답한다. <B

형 남자친구>(2005)의 데이트는 종종 여주인공의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

지기도 하고 친구들은 주인공들의 연애를 부러워하거나 참견한다. 이처

럼 인물들의 연애는 두 사람만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적인 장소

로 나오게 되었고, 언제나 주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관찰된다.

이것은 특히 잘생긴 남주인공이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스킨십을

하고 경제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의 로맨스 판타지처럼 그려진다.

2000년대 플롯의 또 다른 특징은 E형의 증가이다. E형은 결말에서 주

인공의 결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식이 동생 광

태>(2005)는 형 광식(김주혁 역)과 동생 광태(봉태규 역)의 이야기가 동

시에 진행되는데, 두 사람 모두 여주인공과의 결합 혹은 재결합이 없다.

그 중 광식은 대학 후배 윤경(이요원 역)을 오랜 시간 짝사랑하며 윤경

도 이를 눈치 채지만 서로의 소극적 성격과 상황으로 인해 조금씩 어긋

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연인이 되지는 못한다. <작업의

정석>(2005)과 <달콤, 살벌한 연인>(2006)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연인으

로서의 큰 결함36) 때문에 이별했다가 다시 우연히 재회했을 때는 서로

좋은 추억을 공유한 친구이자 동료처럼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끝이 난

다. 이러한 E형 영화들은 로맨스 서사가 언제나 결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연애의 실패가 70∼80년대처럼 누군가의 죽

음과 같은 운명적 비극을 동반하지 않고 연인의 의지와 결정에 의한 것

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6) <작업의 정석>(2005)의 남녀는 재미로 이성을 유혹하고 다니는 ‘선수’들이

고 <달콤, 살벌한 연인>(2006)의 여주인공은 살인을 저지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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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전반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90년대의 신세대적 연애

방식과 그것의 재현 방식을 이어오면서도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지닌 화려한 속성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화 속 캐릭터들이

다소 소박해지는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전문직 종사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7∼80년대 영화처럼 학생 지위의 주인공 또한 늘어났다.

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엽기적인 그녀 대학생 대학생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은행원 학원 강사

가문의 영광 벤처기업 CEO 연구원

색즉시공 대학생 대학생

동갑내기 과외하기 고등학생 대학생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고등학생-대학생-검사 고등학생-대학생-회사원

싱글즈 증권맨 레스토랑 매니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교사 경찰

내 사랑 싸가지 대학생 고등학생

광식이 동생 광태 사진관 운영 무직/예술제본가

연애의 목적 교사 교생

작업의 정석 건축가 펀드매니저

야수와 미녀 성우 무직

B형 남자친구 무직(창업 준비) 대학생

미녀는 괴로워 프로듀서 가수

달콤, 살벌한 연인 대학강사 킬러

청춘만화 대학생 대학생

색즉시공 2 대학생 대학생

표 13. 2000∼2007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후반 <미술관 옆 동물원>(1998), <해가 서쪽에

서 뜬다면>(1998)과 같은 영화들에서부터 발견되어 2000년대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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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이어진다. 특히 <색즉시공>(2002)과 <색즉시공 2>(2007)의 캐릭터는

초라하기까지 하다. 두 편의 남주인공 은식(임창정 역)은 내세울 것 없는

늙다리 대학생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 그는 차력 동아리에

소속되어 자학적인 몸개그를 선보이거나 남이 먹다 만 더러운 음식을 먹

으며 찌질하고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각 영화의 여주인공인 은효

(하지원 역)는 생일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기를 혼자서 지

우고, 경아(송지효 역)는 부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로맨스가 가진 세련되고 화려한 이미지와 동떨어져있다.

또한 2000년대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의 뚜렷한 개성으로 인해 서로

갈등한다. <엽기적인 그녀>(2001)는 당시 엽기 신드롬과 맞물려 독특한

여성 캐릭터를 내놓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가 견우를 대하는 거친

방식과 엽기적인 행각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녀의 유

일성을 표현해준다. <내 사랑 싸가지>(2004)의 형준(김재원 역)은 제목

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칠고 ‘싸가지 없는’ 남자친구이고, <B형 남자친

구>(2005)의 영빈(이동건 역)은 흔히 B형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

는 성격의 장단점을 재현한다. 이러한 남주인공의 독특한 성격은 연애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D, E형 플롯의 증가, 소박하면서도 개성 있는 캐릭터의 등장을

통해 재현되는 연애의 다사다난한 과정은 곧 관객의 보편적인 연애 경험

에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누구나 연애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나 꿈꾸던 판타지를 영화가 포착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애관계에

서의 복잡한 로맨스 규범이나 규칙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미지

를 이 시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2000년대 전반의 영화로부터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2008년 이

후 영화의 전조를 발견하게 된다. 90년대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전반적으

로 당차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부딪혔다면, 2000년대의 캐릭터들은

저마다의 뚜렷한 개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인물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과 특수성, 그리고 그것이 연애관계에서 발현되는 과정이 스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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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경향은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서 더 강화된다. 또한 연애가 둘만의 개인적 문제로 국한되어 있던 90년

대와 달리 2000년대의 연애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전시되는 것으로 변모

하는데, 이 또한 2008년 이후의 영화들을 통해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이

로써 2000∼2007년의 영화를 통해 본 연애하기는 90년대 신세대의 연애

하기와 2008년 이후의 연애하기 사이의 징검다리를 제공한다.

제 6 절 2008년 이후: 로맨스의 새로운 경향

2000년대 전반 영화산업의 약진에 힘입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는 천 만이 더 이상 그렇게 놀라운 수치가 아닐 만큼 관객의 수가 증가

했다. 2014년에는 최초로 영화산업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섰고, 영화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시될 정도로 영화산업은 완전히 대기업의 투자산업으

로 변모했다.37)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고 영화산업의 인적·기술적 자원이

발전함에 따라 블록버스터급의 특정 장르 영화들이 독보적 흥행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들은 소규모로 제작

되고 상대적으로 흥행률도 떨어진다.38) 그러나 비평의 영역에서 간과되

어 왔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비평이 종종 이루어질 정도로 세련된 화

법을 지닌 다채로운 매력의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39)

37) 김진희 (2015, 11, 22). 천만 관객 시대, 독립·예술 영화는? <KBS뉴스>.

UR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6326&ref=A

38)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화들 또한 당해 흥행 순위 20위 안에

서도 10위권 밖에 존재하는 영화들이 많으며, 유의미한 논의를 위해서는 순위권

에 들지 못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추가해야 했다.

39) 안시환 (2010, 10, 21). 로맨틱코미디여, 영원하라! <씨네21>. URL: http://

www.cine21.com/news/view/mag_id/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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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유형 영화

A <위험한 상견례>

B <6년째 연애중>, <위험한 상견례 2>

C

<쩨쩨한 로맨스>, <김종욱 찾기>, <티끌모아 로맨스>,

<나의 PS파트너>, <남자사용설명서>, <슬로우 비디오>,

<플랜맨>, <오늘의 연애>

D
<7급 공무원>, <청담보살>,

<오싹한 연애>,<뷰티 인사이드>

E
<시라노; 연애조작단>, <건축학개론>,

<러브픽션>, <연애의 온도>

표 14.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 유형 분류

우선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플롯이 다양화되어 A부터 E까지 고루 발

견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5∼60년대 이후 보이지 않았던 A형과

B형의 재등장이다. 이것은 서사의 시작부터 남녀 주인공이 연인임을 전

제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연애 과정에서의 갈등을 주 서사로 하고 있는

유형들이다. 특히 <위험한 상견례>(2011)와 <위험한 상견례 2>(2015)는

남녀 주인공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루

고 있어 90년대부터 로맨스 서사에서 결여되어 있었던 부모와 가족의 존

재를 재소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B형부터 E형에 속하는 영화들도 각 플롯의 전형성에서 조금씩

벗어나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6년째 연애중>(2008)은 오랜 기간 연인으

로 지낸 재영(윤계상 역)과 다진(김하늘 역)의 연애가 끝나가는 무렵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별한 두 사람은 결말에서 우연히 재회하는데, 이

재회가 재결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성이 감지될

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남녀의 첫만남부터 연

애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E형으로 분류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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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2009)과 <연애의 온도>(2013)의 경우에는 각 플롯에서

‘만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별’로 수정한 플롯에 해당한다. 즉, 원래 연

인이던 두 남녀의 이별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별한 남녀가 서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다가 재결합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연애의 온

도>(2013)는 몰래 사내연애를 하던 동희(이민기 역)와 영(김민희 역)이

헤어진 직후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대

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화해를 하고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연애는 순탄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

다가 결국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한다. 결말에서 동희와 영은 우연히 재회

하게 되고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세 번째 결합이 있을 것처럼 암시되기는 하지만 명

확하지는 않다. 이처럼 남녀가 한 번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겪은 갈등을 또 겪고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서사는 최근에 새롭

게 등장한 플롯 유형으로, 오늘날의 연애하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플롯의 전형성의 파괴는 회상 구조의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는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발견되는 관습이기도 한데,

첫사랑이나 옛사랑의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김종욱 찾

기>(2010),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건축학개론>(2012)에서는 두

개의 로맨스 서사가 진행된다. <김종욱 찾기>(2010)에서는 첫사랑에 대

한 강렬한 기억을 지닌 여자 지우(임수정 역)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첫

사랑 찾기 사무소의 기준(공유 역)과 만나면서 시작된다. 주 서사는 지우

와 기준 사이의 이야기이지만 지우의 첫사랑 이야기가 회상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끼어든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에서는 의뢰인의 짝사

랑이 이뤄지도록 각본을 짜 상황을 연출해주는 일을 하는 병훈(엄태웅

역)이 상용(최다니엘 역)으로부터 일을 의뢰받게 되는데, 상용이 좋아하

는 여자인 희중(이민정 역)이 병훈의 옛 연인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병훈과 희중의 과거 연인 시절의 추억과 함께 희중과 상용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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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진행된다.40) <건축학개론>(2012)은 주인공 남녀 승민(이제훈/엄태

웅 역)과 서연(수지/한가인 역)의 대학생 시절 시점과 10년이 지난 후의

시점이 교차전개된다.

캐릭터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들의 직업은 보다 더 구

체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인물들의 직업은 곧 캐릭터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일종의 페르소나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인물의 연애 방식에도 강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과 경제적 정체성의 상

호영향 및 통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급 공무

원>(2009)에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업은 직업의 기밀성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자아의 가면을 바꿔 써야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쩨쩨한 로맨

스>(2010), <나의 PS파트너>(2012), <러브픽션>(2012)처럼 창작을 하는

직업을 지닌 인물들은 자신의 마음과 연애 과정을 창작물에 녹여냄으로

써 자기서사로서의 연애서사를 형성해나간다. <플랜맨>(2014)에서 결벽

증을 앓는 정석(정재영 역)에게 끊임없이 분류하고 정리하는 도서관 사

서는 아주 적합한 직업이고, <슬로우 비디오>(2014)의 장부(차태현 역)

가 지닌 동체시력이라는 신체 조건은 관제센터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용

이할 뿐만 아니라 짝사랑하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그의 사랑 방

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

서와는 달리 인물이 직업을 수행하는 장면이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다뤄

지게 된다. <쩨쩨한 로맨스>(2010),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김종

욱 찾기>(2010) 등에서는 주인공의 직업 수행이 로맨스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청담보살>(2009), <플랜맨>(2014) 등에서는 캐릭터의

구체적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직업 수행 장면이 코믹하게 그려진다.

40) 병훈-희중과 상용-희중 중 어느 쪽의 이야기를 주 서사로 볼 것인가에 따

라 유형 분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훈을 주인공으로 보았고, 희

중이 병훈의 존재를 알아채고 사실상의 재회가 일어났음에도 재결합으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E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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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자 직업 여자 직업

6년째 연애중 홈쇼핑 직원 출판사 직원

7급 공무원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직원

청담보살 경마공원 직원 무속인

시라노; 연애조작단 연애조작단 무직

쩨쩨한 로맨스 만화가 칼럼니스트

김종욱 찾기 창업가 뮤지컬 감독

오싹한 연애 마술사 마술 도우미

위험한 상견례 만화가 대학생

티끌 모아 로맨스 무직 무직

건축학개론 대학생→건축가 대학생→무직

나의 PS파트너 회사원→뮤지션 무직→속옥디자이너

러브픽션 작가 영화수입업자

남자사용설명서 배우 연출

연애의 온도 은행원 은행원

슬로우 비디오 관제센터 직원 뮤지컬배우 지망생

플랜맨 도서관 사서 알바생/뮤지션

오늘의 연애 교사 기상캐스터

위험한 상견례 2 경찰지망생 경찰

뷰티 인사이드 가구 디자이너 가구 판매업

표 15.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남녀 주인공 직업

이러한 캐릭터 직업의 구체화는 90년대 영화들이 회사원이라는 폭넓은

직업군을 통해서 스토리를 보편화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

게 호소력을 지닌다. 직업의 측면에서나 성격의 측면에서나 아주 구체적

인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극의 현실감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극 속

인물이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실제 인물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구체적

인물이 만들어가는 독특한 연애서사는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현재의 청춘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성 캐릭터들은 조금씩 연약해져왔다. 90

년대의 허세 섞인 마초 캐릭터들은 90년대 말부터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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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 <엽기적인 그녀>(2001)의 견우 캐릭터의 등장으로 거의 사라진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영화들에서의 남성들은 연애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편이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건축학개론>(2012),

<플랜맨>(2014) 등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

고 연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7급 공무원>(2009), <청담보

살>(2009), <티끌 모아 로맨스>(2011) 등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설정하는 관습을 조금 더 짚어보자

면, 우선 영화의 비현실적 상황 및 판타지 요소의 설정이 있다. 이것은

때로는 다른 장르와의 결합으로 이어진다. <7급 공무원>(2009)에서는 액

션 장르가 가미되어 인물들이 러시아 마피아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클

라이막스를 구성한다. <오싹한 연애>(2011)는 여주인공이 귀신을 본다는

설정을 통해 공포 장르와 결합하고, 몇 번에 걸쳐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

을 보여준다. <슬로우 비디오>(2014)의 장부는 움직이는 물체가 느리게

보이는 동체시력을 가지고 있고 <뷰티 인사이드>(2015)의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변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의 개입은 주

인공들의 연애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서사상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

한다.

한편 인물들이 인연과 운명에 대해 강하게 믿고 있거나 두 사람의 만

남이 운명적인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한다. <청담보

살>(2009)에서 여주인공 태랑(박예진 역)은 자신의 액운을 막기 위해서

는 특정 사주를 지닌 승원(임창적 역)과 연애를 해야만 한다. <김종욱

찾기>(2010)의 지우는 첫사랑이 운명의 상대였다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

며 영화는 첫사랑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다룬다.

요약하자면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전반적으로 연애관계와

연애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도, 플롯의 전형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재현 관습을 통해 새로운 연애의 국면들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의 절들에서 각 시대별로 서로 다른 연애 양상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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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듯이,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새로운 텍스트적 특징은 오늘

날의 연애하기에 일련의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러한 텍

스트적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

화의 재현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의 연애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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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

제 1 절 경제적 연애 인간

1. 연애시장과 연애자본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여주인공 보나(이시영 역)는 일을 하느라

자신을 가꿀 줄도 모르고 연애도 못하는 인물인데, 어느 날 묘령의 남성

으로부터 ‘남자사용설명서’라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게 된다. 이 테이

프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으로 시작된다.

NAR : 열심히 우직하게 살다보니 어느새 성공하게 되었다는 세상은

20세기 때 벌써 문 닫았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세상의 반은 남자라는 사실. 쓸데없는 밥그릇 싸움

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고 남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 이 비디오 안에 있다는 거지.

일터에서 남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커리어를 가꾸고 성취해야 하

는 것처럼 남녀관계도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전제

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구애의 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적 관

계와 비인격적 관계가 동시에 강화된다는 루만의 말에서 더 나아가, 개

인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함으로써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듯하다.

‘결혼시장’이라는 말에서와 같이 친밀성의 영역에 경제적 논리가 동반

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일루즈(2011/2013)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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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자 폴라니(Polanyi)가 제시한 ‘거대한 전환’41)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결혼 상대의 선택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사랑 선택이

공동체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이로써

자율적 규제의 기능을 갖는 결혼시장이 성립했다”(85쪽)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거대한 전환은 자연스레 결혼시장을 넘어서 연애시장으

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일에 공동체의 가치체계나

사회의 규범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연애>(2015)에

서 준수(이승기 역)는 여자친구와의 100일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던 와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된다. 이때 “연애에도 윤리란 게 있는 거야”라고 말하

는 준수는 여성들로부터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남자이자 연애불능자로 취

급받는다. 연애는 도덕과 규범이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오늘날의 공

유된 인식으로부터 준수가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결여한 연애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율

적 규제’란 어떤 것인가? 일루즈(2011/2013)는 현대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으로 ‘선택’을 꼽고, 이것이 연애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말한다. 개

인은 “대상을 평가할 때 참고로 하는 기준들이자 동시에 스스로에게 묻

는 양상, 곧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총동원해 결정

을 내리는 방식”을 일컫는 ‘선택 아키텍처(choice architecture)’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연애주체가 사용하는 선택 아키텍처는 어떤 것인

가?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비디오테이프는 보나에게 현명한 선택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NAR : 외모, 능력,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운, 유머, 건강, 희소성, 매

너, 정신력, 배려, 재산, 혈통, 현명함.

모든 조건을 90프로 이상 만족하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

41) “경제관계의 ‘거대한 전환’이란 자본주의 시장이 경제활동을 사회와 그 도덕

적이고 규범적인 기본 틀로부터 떼어내 경제를 자기규제의 시장으로 바꿔버려

결과적으로 사회를 경제에 예속시킨 과정을 뜻한다.”(Illouz, 2011/2013,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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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애시장에서 개인의 선택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

소는 개인이 가진 자질들이다. 개인은 연애시장 안에서 가장 최적의 상

품을 고르려는 탐색을 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희소가치를 확보하기 위

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계발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최근의 현

상만은 아니다. 집안이나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결혼 상대를 선택했던

과거에는 계산적 사고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는 개인이 지닌 양화될 수 없는 자질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됨과 동

시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연애시장에서 직접적인 투자자본으로

환원되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 외모는 시대를 불문한 모든 로맨틱 코미디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 왔다. 그런데 80년대 영화까지만 해도 주인공의 매력적인 외모가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90년대 이후부터는 <코르

셋>(1996), <야수와 미녀>(2005), <미녀는 괴로워>(2006), <뷰티 인사이

드>(2015) 등과 같이 이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주인공이 외모를 가

꾸는 장면이 주요한 모티프로 등장하거나 외모가 로맨스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조건임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아지고 있다.42) 즉, 외적 매력이라는

요소가 자기 가치를 높이는 투자자본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

다.

외모 외에도 영화 속에서 개인이 연인으로서 지닌 다양한 자질들에 대

한 주목이 증가하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주변 인물보다 전반적으로 더 빛나는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었던 추세가

이제는 점차 그 인물이 연인으로서 지닌 구체적 성격과 특징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영화 속 인물들이 지

42) <미녀는 괴로워>(2006)나 <뷰티 인사이드>(2015)는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

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외모가 로맨스의 달성에 극적

인 역할을 함으로써 관객들은 반대 메시지로 해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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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직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회사원이

자주 등장한 90년대 영화와 달리 최근에는 <7급 공무원>(2009)의 국정

원 직원, <청담보살>(2009)의 무속인, <플랜맨>(2014)의 도서관 사서,

<뷰티 인사이드>(2015)의 가구 디자이너와 같은 다양한 직종이 등장하

고 있다. 그리고 직업은 곧 캐릭터를 설명하는 구체적 단서로써 인물이

연인으로서 지닌 자질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애시장 안의 개인들

은 연애 상대 및 후보자가 지닌 구체적 특성들을 중시하면서 상대를 판

단하고 가늠하는 과정에 열중한다.

또한 결혼시장에서 배우자의 성적 매력이 지닌 가치가 증가했다는 일

루즈(2011/2013)의 지적처럼, 성적 매력 혹은 성관계의 여부 또한 자본화

된다.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보나는 승재와 성관계를 가진 후 비디

오 매뉴얼의 설명에 따라 두 번째 성관계 시도부터는 거절을 한다. 이성

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본의 투자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나의 경우와 같이 대개의 경우 여성이 성관계의 결정 여부를

쥐고 있는 한편, 여성의 성경험 유무란 곧 여성의 시장 가치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남자사용설명서>(2012) 중 “잤네, 잤어.”라는

대사가 어록으로 꼽히며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된 바 있다. 이는

승재가 보나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던진 말인데, 이렇게 남

성이 여성의 사랑을 의심하는 장면에서 관습적으로 이 대사가 빈번히 사

용되는 것을 다른 수많은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43) <6년째 연애

중>(2008),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연애의 온도>(2013) 등에서

주인공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재판대에 세워지고

비난받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이다. 실제로는 남주인공이 바람을 피

웠거나, 여주인공과 다른 인물과의 성관계는 남주인공과 연애 중이지 않

을 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성경험은 그녀가 지닌 여성으

43) 팟캐스트 ‘씨네 나인틴’에서는 ‘잤잤(잤네 잤어)’이라는 코너를 통해 특정 여

화 속에서 남녀가 잤는가 안 잤는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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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가치 혹은 낭만적 사랑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44)

이와 같은 재현 관습은 젠더적 차원을 지니며, 연애시장에서 남녀가 지

닌 자본이나 자본의 활용 방식 및 가치가 매우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남자사용설명서>(2012)의 비디오 매뉴얼이 선택 아키텍처의 구체적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매뉴얼의 최종적 메시지는 또 다른

조언을 제시한다.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일차적 선택의 기준이 되어주

기는 하나 개인의 선택 아키텍처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NAR : 주위의 시선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주인공인가요?

이 세상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본 비디오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 사용에 따른 결과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시오.

결국 본질적인 선택 아키텍처는 개인의 ‘마음’이다. 연애 상대의 선택

에 있어서 모든 외부 참조체계가 힘을 잃은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내부의 참조 체계, 즉 자신의 마음뿐이며, ‘마음의 소리’가 연애시장의 강

력한 레짐이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에서 여주인공 브리짓이 일

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2008년 이후 한국

44) 심지어 <건축학개론>(2012)은 여주인공 서연(배수지 역)이 남주인공이 아

닌 학교 선배와 잤는가의 여부가 이 영화를 둘러싼 관객의 최대 궁금증이자 논

란 지점이었으며, 서연이 극중에서의 남주인공과 관객들에 의해 “썅년”으로 불

리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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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나레이션(<러브픽션>, <슬로우 비디오>), 인터뷰

(<연애의 온도>), 친구와의 상담 장면(<오싹한 연애>, <건축학개론>)

등의 기법을 통해 캐릭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

다. 이것은 기든스가 말하는 ‘성찰적 개인’이나 일루즈가 말하는 ‘정서적

개인주의’의 일면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순수성과 고귀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도 있다. 개인의 마음에 의거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연애 상대를 선택

한다는 것은 자아진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의 러브스토

리는 주로 노예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간 영웅적 이야기로 사랑을 꾸며

보이려는 경향”(Illouz, 2011/2013, 31쪽)을 띤다는 지적처럼, 긍정적으로

만 생각할 수는 없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윤리와 규범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레토릭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흔

들리지 않고 이수일을 택하는 고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심순애가 오로지 다이아몬드 때문에 김중배를 택하더라

도 그것이 그녀의 마음의 소리인 이상 누구도 그녀를 탓할 근거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개취존중’, 즉

개인 취향의 존중에 대한 강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한 자유와 개인주의의 가치 속에서 살아왔다.

이들에게 자유와 개인주의라는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의 사소한 취향과 선택에까지 확장된

다. 그런데 이의 부작용으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나 누

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개취존중’의 원리가 적용

되어 곧잘 방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애감정을 섬세하게 잘 다루었다고 호평 받은 드라마 <연애의 발

견>(KBS2, 2014)은 정서적 개인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이다. 여

주인공 여름(정유미 역)은 착하고 헌신적인 남자친구 하진(성준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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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옛 남자친구 태하(에릭 역)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맞아요,

제가 나쁜 년이죠. 저 나쁜 년 맞는 데요, 강태하하고 남하진 그 두 사람

말고 누가 저한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14화)라는 것이 여름의 논

리이고, 태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갖게 되는 죄책감과 고통에 대해

“나는 나쁜 년이니까 조금 힘들어야지”라고 합리화한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연애의 가장 강력한

행동양식이자 유일한 윤리이다.

이러한 정서적 개인주의, 자기 마음속으로의 침잠, 자기감정의 최우선

시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연애 양상들이 있다. 첫 번째는 본말을 전도하

여 사랑의 대상을 결여한 경우이다. <오늘의 연애>(2015)의 준수는 힘든

사랑을 지속하는 현우(문채원 역)를 지켜보다 이렇게 말한다.

준수 : 네가 사랑을 알아? 진짜 사랑을 알아?

네 사랑은 껍데기야.

넌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한 거야.

네 감정을 사랑한 거지.

즉, 준수는 특정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자

신의 감정을 사랑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두 번째 양상인 ‘썸’과도 관련된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움직일

때 따라붙는 조건은 그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애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마음에 대한 책임을 요한다. 그런데 최근 유

행하는 ‘썸’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문화는 이러한 책임감을 탈각한다. 썸

은 두 사람이 공식적인 연인관계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

하는 단계를 일컫는 것으로,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

본적으로는 관계의 발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다. 사람들은 ‘연애

하고 싶다’가 아닌 ‘썸 타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썸 문화

에 대해 청년들이 연애가 요구하는 경제적 부담, 관계적 부담 등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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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애로부터 오는 설레는 감정만 소비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45) 이는 썸을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연애 방

식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지니지만, 분명 썸이라는 관계에는 타인에 대한

애정보다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 혹은 스

스로에게 갖는 긍정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자기감정의 최우선시는 감정적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

어질 수도 있는 한편, 감정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연애하기를 상호작용

의 실천이 아닌 개인의 감정 소비 과정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지닌다.

또한 감정이 중요해지면서 연애가 가진 권력관계의 양상도 변한다. 전

통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권력은 계급문제와 결부되어 다뤄진다.

<여사장>(1959), <특급결혼작전>(1966) 등 초기의 영화에서는 주인공

중 한 명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은 상대와의 연애를

통해 이 권력차를 불식시킴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계급 간 로맨스 이야기는 TV 드라마의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

유물이 되어 판타지화되었고, 보다 현실감각을 추구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안에서는 계급 문제가 다뤄지지 않게 되었다. 대신 갈등 구조를 끌

고 나가는 동력은 인물들이 지닌 감정의 양상에 의해서이다. 개개인이

지닌 감정은 동일한 방향과 무게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연애는 갈등을

맞이하게 된다. 경제시장에서는 자본을 더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더 많

이 갖게 된다면, 연애시장에서는 감정 자본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약자가

된다.

<오늘의 연애>(2015)에서 준수는 현우를 좋아하고 현우는 동진(이서

진 역)을 좋아하면서 감정의 사슬 관계 내지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준

수는 항상 현우의 곁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다시피 하고, 현우는 동진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일절 삼간다. 준수가 현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거나 현우가 동진에게 자신을 좋아해주기를 요구할 때 이들은 지

45) 황혜진 (2014, 10, 20). [영리포트] 愛 썸타? 타! <헤럴드경제>. URL:

http://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6000905&md=20141020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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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할 선을 넘은 것처럼 비난 받는다.

50∼80년대의 영화에서도 여주인공들은 주로 새침하게 굴며 남주인공

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은 채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여자의 줄다리기는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할 남

자가 있거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남주인공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기 때

문에 비롯된 것이다. 남주인공들은 이 줄다리기에서 열심히 당기는 위치

를 자처하며 그의 노력에 감복해 사랑은 성취된다. 그러나 최근의 로맨

틱 코미디 영화에서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닌 오로지 마음의 문제로 줄다

리기가 벌어진다. 마음이란 계급의 문제보다 비가시적이고 모호한 것이

기 때문에 무작정 줄을 열심히 당기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며, 따라서 복

잡한 권력 양상과 계산의 필요성 속에서 연애의 어려움이 고조된다.

3. 연애의 스펙화

경제적 연애 인간의 면모는 연애의 스펙화 현상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연애불가능성에 대한 담론의 반대쪽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연애에 대한 욕

망과 담론, 혹은 연애 그 자체가 만연한 분위기가 존재한다. 90년대부터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로맨스를 섹슈얼리티와 결부시키기 시작했다. 그

리고 최근에는 연애와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관용적인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다. <마녀사냥>(JTBC, 2013∼)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애를 자유

롭게 많이 해볼 것을 권장하고, 개인이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사

람이 헤프거나 가벼운 사람임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

려 ‘ASKY(안생겨요)’와 같이 연인이 없는 사람을 패배자나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는 자조적 유머가 유행하기도 한다. 즉, 현재 연인이 없

다는 것은 뭔가 결핍되고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연애 경험은 스펙을 쌓

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되었다.

연애의 스펙화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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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계발하는 것으로서의 연애이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일대기의 관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플랜맨>(2014)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분위기를 극단적 설정을 통해 코미디화한다. 남주인공 정석(정재영 역)은

결벽증을 정신적 질환 수준으로 앓고 있는 인물로, 위생과 정돈에 대해

강박증을 느끼고 자신의 스케줄을 초 단위로 계획해 철저히 지킨다. 정

석의 기대와 계획에 어긋나는 사건의 발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으로 그는 매일매일 극단적인 리스크 관리에 시달린다. 이러한 정석에게

연애는 위험한 일이다. 타인의 일대기의 침입은 자기 일대기를 대거 수

정 및 조율해야 하는 거대한 리스크인 것이다. <플랜맨>(2014)은 정석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소정(한지민 역)이 정석의 삶에 끼어들면서 그

가 겪는 혼란감을 통해 둘의 연애를 풀어낸다.

연애는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기에 자기계발의 영역이 된다. 사람들은

‘연애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라면 내가 멋진 연애를 해냄으로써 승리자

의 자리를 차지하겠고, 연애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만큼 완벽한 상대를 만나겠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부터 캐릭터가 연인으로서 가진 자질, 말 그

대로 ‘사양(specification)’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나 지위, 계급과 같은 가시적 가치가 아니라, 다정함이나 헌신

적임과 같은 자질들도 포함한다. 2000년대 이전의 로맨틱 코미디 속 캐

릭터들은 개개 캐릭터로써의 특성이 주로 묘사되고 그 특성이 서로에 의

해 판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다뤄지지 못했

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이 ‘연인’이라는 관계적 위치에서 지닌

자질들에 대한 묘사가 증가한다. 경제적 개인, 즉 노동자로서의 개인의

스펙이 중요한 것처럼 인격적 개인, 즉 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스펙 또한

중요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곧 패배의식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일종의 연애 정상화(normalization) 현상, 그리고 더 나아가 경험이 누적

될수록 더 가치가 있어진다는 인식으로 많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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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인식이다. 90년대 영화에서 이미 자유로운 관계를 수용하고 개방적

성의식을 지닌 캐릭터들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

이 도시의 중상층 계급 이상의 남녀들의 이야기로 다소 거리감을 형성했

다면,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연애와 성에 대

한 관용을 표현한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서 주인공은 대개 한편으로는 연

애 문제에 과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심하거나 보수적인 모습을 띠는

보편적이고 중도적인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곁에는

성 담론을 건드리기 위한 관습적 장치로서의 친구 캐릭터가 있다. <청담

보살>(2009), <오싹한 연애>(2011), <나의 PS 파트너>(2012) 등에서 주

인공 커플의 주변에는 주인공의 연애서사를 함께 따라감과 동시에 조언

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각각의 동성 친구들이 있다. 이들은 이성과의 교

제 및 성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연애에 대해 보다 가볍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조언하며 이러한 자세가 곧 쿨하면서도 진정

성 있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처럼 연애는 ‘많이’ 그리고 ‘잘’ 하는 것이 개인의 중요한 프로젝트이

자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

본화는 강화된다.

제 2 절 ‘먹고사니즘’과 연애

1. 경제적 문제로 인한 연애불가능성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먹고사니즘’의 정서가 생계 문제

바깥의 것을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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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의 영화가 로맨스와 생계의 문제를 분리시켰다면, 2000년대 영화

가 소시민의 로맨스를 다루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로맨스에 경제적 문제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티끌 모아 로맨

스>(2011)는 취업난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영화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88만원 세대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면접관 : 한문학과? 그러면 중국어 잘해?

지웅 : 아유, 한자 많이 안다고 중국어 잘하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영어 제일 잘해야죠. 아, 사자성어는 많이 압니다.

면접관 : 그럼 사자성어로 이 상황을 한 번 표현해봐.

지웅 : 언감생심?

지웅 : 엄마, 88만원 세대라고 들어봤지?

그게 뭐냐면, 요즘 하도 취직이 어렵다보니까 한 달에 취업

원서비로만 88만원이 든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거든.

변변찮은 스펙으로 취업을 못하는 백수 청년 지웅(송중기 역)이 등장

하는 도입부의 이 대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들의 로맨스 서사의 경

제적 배경을 제시한다. 지웅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자에게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지웅에게 노골

적인 관심을 표한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가질 기회가 왔을

때 지웅은 콘돔 살 돈이 모자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초라함을 느

낀다. 이 에피소드는 20∼30대의 구조적 빈곤이 섹슈얼리티에도 제한을

가하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홍실(한예슬 역)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인

물이다. 홍실은 지웅에게 현실을 인식시키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그녀가 인식하는 세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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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실 : 아프리카 영양 알지? 치타한테 잡아먹히는 애들.

너 걔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건 치타보다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보다 빨리 뛰는

거야.

즉,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부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

러한 생존주의의 삶 속에서 연애가 끼어들 틈은 없다.

홍실 : 데이트? 나한테 제일 있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뭔지 알아?

종교, 병, 그리고 연애.

지웅 : 그게 뭐야?

홍실 : 반드시 돈 드는 것들.

홍실의 대사는 88만원 세대로 호명되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조건을 직

접적으로 환기시킨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고투하거나

방황하는 홍실과 지웅은 NEET족이기도 하다. <티끌 모아 로맨

스>(2011)는 그동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던 로맨스와 경제의 영역

을 교차시키면서도 많은 소비 환상을 바탕으로 한 로맨스가 열악한 물적

조건의 현실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으로 체험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먹고 살기의 문제가 급박한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연애가 어려워진 것

은 아니다. 경제적 주체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모든 개인, 노동자로

호명 받는 모든 개인에게 연애는 신중한 결정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 되

고 있다. 개인은 위험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리스크 관리를 하며 일대기

를 구성해야 하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유로운 노동력이기를 기대 받는

다는 논의를 앞에서 살펴보았다(Beck, 1990/1999; Giddens, 1993/2001).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노동주체로서의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 곧 개

인의 일대기와 개인의 일대기의 만남이고, 두 일대기 간의 합일 혹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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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타협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80년대까지의 영화에서는 일과 연애를 병행하는 것이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대부분 남녀의 결합 과정에서 여자의 일대기가 남자의 일대기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여사장>(1959)에서 안나는 잡지사를 운영하

는 사장이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이 자리를 남편에게 넘기고 자신은 전업

주부가 되는 선택이 그 어떠한 갈등도 없이 이루어진다. 70∼80년대 영

화의 여주인공의 자아실현도 여전히 낭만적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만 그려진다.

90년대∼2000년대 영화는 여성도 남성처럼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

고 자기 커리어를 가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이 여성의 능력은

남성의 거부감을 일으켜 갈등의 촉발 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과

연애가 서로를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식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인물이

가진 직업은 그저 도회적이고 독립적인 인물들이 지닌 매력을 뒷받침하

는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일은 연애와 별개의 영역으로써, 직업을 수

행하는 개인의 모습이 별로 다뤄지지 않거나 그것이 연애의 영역과 중첩

되어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적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개인이 일터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연인으로서

의 역할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7급 공무

원>(2009)은 일과 연애를 병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매우 극단적

설정을 통해 희화화한다. 극 중 주인공 재준(강지환 역)과 수지(김하늘

역)는 국정원 직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주변인들에게 모두 속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긴박한 업무로 인해 빈번하게 데이트를 취소하거나 말을 둘

러대는 등 연인으로서의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어

느 날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려는 시점에 재준이 동료로부터 긴급한 전

화를 받고 일하러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수지는 “넌 급한 게 중요하

니, 중요한 게 급하니?”라고 묻는다. 연인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훈

계하기 위해 던진 이 질문은 수지 또한 그 순간 동료로부터의 출동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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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면서 역전된다.

수지 : 급한 게 중요하지. 빨리 가.

재준 : 괜찮아?

수지 : 괜찮아. 내가 너 일하는 데에 방해되기는 싫어. 입어.

재준 : 응, 그래. 근데 수지야, 사랑해.

수지 : 나도 사랑해.

재준 : 난 진짜 사랑해.

수지 :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이를

서로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 장면은 잦은 야근이나 출장 등

으로 인해 일에 붙잡혀 있느라 소홀히 하게 된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로 구슬리고 사정하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오늘날 수많은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환기시키는, 맘껏 웃지 못할 코미디이다.

2.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 이후의 남성과 여성

수지와 재준이 겪는 것과 같은 연애에서의 고충은 근본적으로는 근대

적 젠더 분업 체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다. 베커(Becker)나 파슨스

(Parsons)와 같은 학자들은 “안정적인 핵가족이 근대성을 향한 시대 진

화의 정점”이라고 말했다(Esping-Andersen, 2009/2014, 20쪽). 이때 안정

적인 핵가족이란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돌봄 노동자로서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 생애 주기의 남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여성 또

한 남성처럼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일대기와 남성의 일대기가 유사해지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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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적 변화가 관찰된다. 로맨스 서사가 남성 캐릭터의 성장기를 담

기 시작한 것이다. 젠더 분업 체계를 포함한 낭만적 사랑 복합체 안에서

낭만적 사랑이란 여성의 영역이었고, 남성은 친밀성의 영역으로부터 스

스로를 배제시킨 채 “오직 유혹 또는 정복의 테크닉이라는 방면에서만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Giddens, 1993/2001. 106쪽).

그래서 90년대까지의 로맨스 서사는 늘 헤게모니적 남성성46)을 지닌 남

성이 여성을 쟁취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가부장적 구조의 서사 안에서

여성 캐릭터만이 로맨스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아 성장을 했고

남성 캐릭터에게 로맨스 관계는 자아 성장과는 직결되지 못했다.47)

그런데 최근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 서사의 주체로 남성 캐릭터를 함

께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남성 캐릭터의 변화가 동반된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남성 캐릭터는 연애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초식남’48)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소심하고 때로는 찌질하기

까지 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 캐릭

터의 변화는 90년대 후반 <찜>(1998),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1998)과

같은 영화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해, <엽기적인 그녀>(2001)에서 여주인

공에게 쥐락펴락 당하는 견우 캐릭터를 통해서 전형화된 후 200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49)

46) 헤게모니란 사회적 삶에서 주도적 위치를 갖고 있는 집단의 문화적 역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부장제의 정당성 문제에서 현재 수용

되는 답변을 체현하는 젠더 실천의 배치 형태”로 정의된다(Connell, 1995/2013,

124쪽).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란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여성을 부양하며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남성이 함양한 남성성이라고 볼 수 있다.

47) 70∼80년대 청춘영화가 남성 캐릭터의 성장 서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남성 개인의 일대기 안에서이지 로맨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다.

48)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착하며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보다는 여성적

인 취미나 감수성을 보이면서 연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성.

49) 남성성의 변화는 2000년대 후반 대중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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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남성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위기 및 변화라는 맥락에 놓

고 바라볼 수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며, 그렇

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적 위기는 곧 남성성의 위기로 연결되어 논의되곤

한다.50)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에서도 남성 캐릭터의 자신감은 경제적

능력을 동반한 것이었다. 90년대 영화 속 카사노바적 기질을 지닌 전문

직 남성 캐릭터들이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 한

국에서는 인터넷 잉여문화, 루저문화 등을 통해 청년세대 문제가 가시화

되었는데, 이들 문화의 주체가 남성들로 상정되듯이 청년세대의 위기란

여성은 배제한, 남성들의 위기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항상 상대적 약자

였던 여성은 위기라는 단어와는 연결되어 생각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성 위기로 이해되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헤게모

니적 남성성이 해체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속 남주인공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다. 90년대 영화에 흔히 등장했던 대기업 회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은 소수이며, 소득이 낮거나 일정치 않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여주인공과 비교했을 때도 이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

의 경향과는 달리 남성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

다. <7급 공무원>(2009)의 재준은 높은 학력과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수지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직업 수행 능력을

보이며 위기 상황에서 수지에 의해 구조되기도 한다. <티끌 모아 로맨

스>(2011)의 지웅은 홍실에게 끌려 다니며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계 부양자로서의 권위를 잃은 남성은 친밀성의 영역에서 여

수아·홍종윤(2014)은 힙합 음악의 남성들이 헤게모니적 남성 이상형이 아닌 유

약하고 실패한 주체들로 표현되고 있음을 포착하며, 안상욱(2011)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루저로 표상되는 남성성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맨

틱 코미디 영화도 이러한 변화의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 예를 들어 한국 IMF 외환위기는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가부장 권력의 약

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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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동등한 위치로 불려오게 되고, 여성과 ‘연애성장서사’를 공유하게

된다. 남성은 더 이상 여성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협의하고 때

로는 여성에게 선택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로맨스 관계를

성찰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최근 한국 로맨스 영화들의 서사는 “반성하

는 남자들의 서사”(신형철, 2012)라고 요약될 정도로, 영화 속 남성들은

연애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로써 근대적 젠더 분업 질서는 붕괴되고 친밀성 영역의 평

등과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영화가 부분

적으로는 남성 캐릭터의 변화를 코미디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전히 연애관계 속에 가부장

적 구도가 정상 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연애에 적극적이지 못한 남성의 모습을 우스

꽝스러운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남성이 남녀관계에서 권력을 잃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나의 PS 파트너>(2012)에서는 근대적 젠더 분업 질서의 이데올

로기를 내면화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 윤정(김아중 역)은 회사

내에서 남자친구 승준(강경준 역)을 만나게 되면서 일을 관둔다. 윤정이

회사를 관둔 것은 승준이 곧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래

서 결혼을 하면 자신은 전업 주부로 사는 것이 조화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였다. 하지만 승준은 프로포즈는커녕 회사

내의 다른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회사생활을 궁금해 하는 윤정

을 괄시하기 일쑤다. 결혼의 꿈이 무산된 윤정은 그저 어느 것도 성취해

내지 못한 백수로써의 좌절감을 느낀다.

이처럼 로맨스 관계에서 남성은 정신적인 헌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

지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관두는 등 보다 큰 포기와 희생

을 자처하거나 강요받게 된다(사미숙, 2015). 남성에게 일은 필수적인 것

이지만, 여성에게는 일을 포기하더라도 결혼이나 가정 같은 대안적 선택

이 주어진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가 곧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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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녀가 각자의 일대기

를 타협해야 할 때 여성 쪽의 희생이 좀 더 당연시된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 복합체가 해체된 오늘날, 남녀가 헤어졌을 때 남성은 감정적 타격

을 입을 뿐이지만 여성은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타격받은 스

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의 붕괴는 여성만의 전유물이던 로맨스

서사에 남성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주체로 불러들였지만, 여전히 연애 속

에 근대적 젠더 분업의 이데올로기가 잔존해 있으며 친밀성 영역에서 완

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 3 절 현사랑의 실패와 옛사랑의 기억

1. 연애의 정상적 과정으로서의 이별

주인공의 결합을 통한 해피엔딩이라는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 법칙이

2008년 이후 영화들에서 깨지고 있다. 종래의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은 흔히 이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별은 플롯상 중반부나 중후반부에

위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의 영화들에서 이별은 재결합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이별한 채로 결말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이별은 이전 시기의 영화 속 이별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별이 80년대 이전의 청춘영화들처럼 부모의 반대나 주인공의

죽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순전히 남녀 간의 갈등의 결과이자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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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이 윤리적 갈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도 내려

질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통

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결혼 및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해피엔

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로맨틱 코미디 속 남녀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수 없기에 이별한다고 볼 수 있다.

<6년째 연애중>(2008)은 제목처럼 6년째 연애중인 재영과 다진의 이

야기를 보여준다. 둘은 긴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설렘이나 존중보

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느슨해진 감정으로 관계에 조금씩 태만해지

면서 결별한다. 재영과 다진은 각자 집과 직업을 갖고 있고, 서로에 대해

쌓아온 깊은 신뢰도 있어 결혼을 고려했을 법도 한데, 이들이 결혼을 진

지하게 고려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51) <연애의 온도>(2013)에서도

결혼은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이미 한 번 이별을 경험한 두 사람은 첫

연애보다 불안정한 연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

해 영이 결혼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

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자 영은 금방 농담이었던 척 제안을 철회하고 만

다. 둘의 어색한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이 이별할 때까지 지속된다.

두 영화 모두에서 연인은 분명한 외부적 장애물이나 원인이 없는 데도

결혼하지 못한다. 오늘날의 20∼30대에게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

식은 옅어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연애란 결혼이라는 목적을 향한 단

계가 아니며, 결혼을 탈각한 연애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리고 길고

반복되는 연애의 끝에 결혼이 없다면 결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거가 보편화되거나 긍정되지 않는 한국의 경우에는 결혼 혹은

이별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별이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인생사

의 우연한 과정, 혹은 자아의 성장과 경험 등 다른 시각으로 체험되기

51)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커플을 보던

다진이 재영의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결혼을 결

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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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연애의 온도>(2013) 도입부에서 이별 직후의 영과 동희는 자

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52)

영 : 어차피 헤어질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지는 게 좋죠.

좋은 경험 해봤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오히려 후련해요.

동희 : 사랑한다고 열 백 번 이야기해도 헤어지자는 말 한 마디로

끝나는 게 연인 관계라더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죠.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사랑하고 우연히 헤어지고, 인생 자체

가 그냥 우연의 과정인 거죠. 어떤 의미 같은 건 없어요.

이별에 대해 영은 “좋은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동희는 “우연의 과정”

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 사람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자존

심을 지키기 위해 포장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이 이 영화에

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많은 이별들이 이런 식으로 긍

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두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교차하

는 ‘합류적 사랑’에 입각해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이별이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진

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여 관계의 ‘기브 앤

테이크’를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별이 좋은 경험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자기감정의

최우선시나 연애의 스펙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개인은 연애의 실패 또한 자아의 상처보다는 성장으로 바꾸어나가려고

한다. “자아를 위협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기술을 연마”(김정영·이성

52) <연애의 온도>(2013)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흉내 내며 등장인물들의 인터뷰

가 극의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인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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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소은, 2014, 76쪽)하는 방법으로서 이별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연애가 자기계발의 영역과 중첩되면서 한 번의 연애는 한 번의

경험으로 양화되는 연애의 스펙화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세 번째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는데, 이별

이 연애의 종지부가 아니라 연애의 정상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썸’이 연애 이전에 하나의 단계로 생겨난 한편에는 연애,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애의 ‘이후’가 또 하나의 단계로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별한 두 사람은 각각의 개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별관계’라는 또 하나의 관계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연애의 온도>(2013)는 이별 직후의 장면으로부터 시작해 러닝타임의

절반이 이별관계의 주인공을 보여준다. 동희와 영의 첫 이별 사유가 영

화 속에서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으나 이들 또한 <6년째 연애중>(2008)

의 주인공들처럼 외부적인 원인이 아닌 그들 관계 내에서의 원인이 있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마음의 이유로 연인들은 헤어지지만 마음이

란 어느 한 가지 결정에 영원히 고착되어 있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마음을 되돌리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

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헤어지고도 같은 근무처에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동희와 영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냥 싸우며 지내지만, 이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다.

영 : 너 그거 알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프로래.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프로

밖에 안 된대. 나중에 97프로는 다시 헤어지는 거야.

동희 : 왜?

영 : 처음에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도 두 사람은 다시 연애를 약속한다. 마음의 소리

가 확률 계산보다 단연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연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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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내 다시 부딪히고 만다. 두 번째

연애 기간 동안 몇 번의 불편하고 어색한 순간 이후 다시 이별을 맞이한

곳은 놀이공원에서였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연애에서도 놀이공원에 갔다

가 크게 싸웠던 것을 떠올리는데 이상하게 싸운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

는다. 그런데 이번에 찾은 놀이공원에서도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고

그제야 예전에 먼젓번의 싸움의 이유를 떠올린다. 그 이유란 여전히 구

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갈등과 화해를 반복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연인들은 “연인의 담론은 변증법

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달력이나, 혹은 감정 문화의

백과사전처럼 계속 돌아간다”(Barthes, 1977/2004, 19쪽)는 말을 체현한

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이 정반합을 이루어 이상적 결

합 상태에 도달하지도 않으며,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이별을 겪은 후

영원한 결합으로 귀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결혼이 자

연스러운 선택지로 여겨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연인은 사랑하지도 미워

하지도 않는 관계를 지속한다. 이 관계에서 두 사람은 누가 이별을 먼저

고하냐의 눈치 싸움을 하며, 자신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정확히 모른

채 마음의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결혼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연인은

탈출구 없이 이런 갈등을 반복할 뿐이고, 그 탈출구로서 이별을 하더라

도 재회와 재결합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즉, 바르트의 말대로

정반합이 없는 반복적 배열의 과정이 오늘의 연애인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동희와 영은 결말부에서 다시 우연히 재회한다. 나란히 길을 걸으며 화

면 속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의미심장하다.

영 : 야, 우리 로또나 살까.

동희 : 로또?

영 : 응 내가 사줄게 한 장씩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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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 내가 그거 맨날 사봤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

영 : 이번엔 될 수도 있어.

동희 : 그래 사자. 진짜 모르지, 이번엔 될는지도.

근데 우리 뭐 먹을까?

영 : 짜장면 먹을까? 그때 거기 갈까?

동희 : 거기 없어졌는데.

영 : 왜? 맛있었는데?

동희 : 몰라. 터가 안 좋았나봐.

영 : 뭐야. 그럼 우리 뭐 먹지?

동희 : 몰라. 뭐 또 맛있는 게 있겠지.

앞서 인용한 대화와 이 대화는 표면적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이들은 ‘이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기대 속에는

당장의 감정이 있을 뿐 이전의 갈등의 원인은 망각되어 있다. 예전의 짜

장면집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고, 하지만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또 다른 맛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무작정 기대하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희와 영은 또 다시 달력이나 백과사전 같은 연

애 궤도에 오르려 한다.

2. 옛사랑의 노스탤지어를 통한 퇴행적 위로

현재의 연애가 엇갈리고 미끄러지는 가운데, 그 균열을 메꾸는 것은

옛사랑의 기억이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김종욱 찾기>(2010),

<건축학개론>(2012)은 첫사랑, 혹은 옛사랑의 기억에 매달리는 인물이

등장한다. 특히 <건축학개론>(2012)은 개봉 당시 많은 인기를 끌면서

‘첫사랑 열풍’을 일으켰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태

그라인은 현재의 각박한 사랑의 조건과 실패하는 연애에 대해 위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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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순진무구한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연애 실패를 과

거의 기억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우연한 계기로 옛 연인과 재회한다. 하지만

사실 이때의 우연한 계기란 극적 설정일 뿐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옛

연인과의 재회는 어려운 일도, 우연히 일어날 일도 아니다. 소설가 김영

하는 현 시대를 ‘소환의 시대’라고 칭한 바 있다.53) SNS로 연결되어 있

는 사회에서 우리는 단절을 경험하기 힘들며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의 거

리에 상관없이 어떤 이도, 어떤 사건도 소환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연결과 차단 사이에 낀 사람들”이며, “그 어떤 세대보다

‘개인주의’와 ‘자유’라는 말을 습득하고 자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

떤 시대보다 ‘연결’과 ‘소통’에 대한 욕망을 키워온”54) 세대이다.

사실 첫사랑은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로맨스 콘텐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소재이다. ‘처음’이라는 이유로 신비화되고 기억의 미화가 이

루어지는 첫사랑은 순결, 순정 등의 관념과 결부되어 시청자가 갖고 있

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김미란, 2004). 그러나 첫

사랑과의 재회 및 결실을 통해 첫사랑의 신화를 이룩하는 종래의 로맨스

콘텐츠와 달리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첫사랑이 가진 ‘정서’만 활용

하고 있다.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김종욱 찾기>(2010), <건축학

개론>(2012) 모두 첫사랑과 옛사랑에 대한 기억이 영화의 주요한 축이지

만, 인물들은 첫사랑의 대상과 재회하거나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첫사랑 혹은 옛사랑의 모티프 자체가 아니라 그것

이 지니고 있는 노스탤지어의 감정이다. 노스탤지어는 최근 대중문화 속

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주창윤(2013)은 현 한국 사회를 ‘허기사회’라

고 명명하고 허기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얻는 퇴행적 위로의 한 양상으로

53) 팟캐스트 <문학 이야기> 1회

54) 백영옥 (2015, 10, 16). 옛 남친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16/20151016003222.html?OutUrl=na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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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를 든다.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진시

키고 정신적 허기에 시달리게 만드는 허기사회란 앞서 살펴본 위험사회,

유동성의 사회와도 신자유주의라는 범주 안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허기진 현재와 포기된 미래 대신 과거로 퇴행한다. 최근 3∼

4년 사이 <응답하라 1997>(tvN, 2012)부터 시작된 <응답하라> 시리즈,

<무한도전>(MBC, 2006∼)의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열풍, 감

성주점 ‘밤과 음악 사이’의 인기 등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의 ‘7080’ 콘텐츠들이 40∼50대를 대상으

로 했다면, 최근의 복고 콘텐츠들은 90년대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20∼30

대를 겨냥한다. 그리고 이런 노스탤지어의 만연 속에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진다.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의 경계점에서 첫사

랑을 경험한 20∼30대는 첫사랑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결부시켜 회상하고

SNS와 같은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첫사랑의 안부를 검색한다.

복고 콘텐츠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건축학개론>(2012) 또한

90년대 대학가를 배경으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그리고 있다. 승민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로 통학하는 서연과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면서

그녀를 짝사랑하게 된다. 승민의 첫사랑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90

년대의 머리스타일과 옷차림, CD플레이어나 1GB 컴퓨터 같은 소품이

코미디 요소이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승민과

서연이 공유하던 소중한 순간에 흘러나오는 전람회의 노래 ‘기억의 습작’

은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구축한다.

이 영화는 장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승민과 서연의 과거 서사는 상

당한 코미디 요소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게 전개되지만 승민과 서

연이 나이가 들어 재회한 현재의 서사는 멜로 감성을 띠기 때문이다. 두

시점 모두에서 두 사람의 결합은 좌절되지만 과거 시점은 보다 더 즐거

운 서사로 전개된다. 즉, 첫사랑은 현재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좌

절했던 기억이지만, 노스탤지어와 결합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기억이 되

는 것이다. 계산에 서툴고 낭만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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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현 사랑의 실패에 대한 위로를 제공한다.

제 4 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에서의

연애

1. 가족의 개입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이 등장했고, 연애는 이런 개인 주체의 등

장을 기반으로 가능했다. 한국 또한 서구식 연애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

는 개인 주체가 발아하던 시기라고 이야기된다(권보드래, 2003; 김지영,

2007; 권보드래, 2008).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란 개인 주체성이 가장 능

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장르임도 앞서 언급했다.

그런데 한국의 연애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충분히 발휘되는가에 대

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연애가 연애관계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의 승인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

다. 1950∼60년대 영화에서는 그 3자란 단연 가족의 존재로, 가족이 개인

의 연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결혼>(1958)에서

자유란 가족들의 권고와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70∼80년대의 영화

속 청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연애를 하며, 그

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애는 종종 가족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은 연애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된 듯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연애가 오롯이 두 개인의 영역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2000년대 초반의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애는 타인의 개입이나 시선을 의

식하면서 이루어졌다. 친구들을 동반한 데이트 장면, 지하철이나 강의실

등 다수 군중이 모인 공간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 주변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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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을 사는 장면 등이 관습적으로 재현되며, 연애하기란 곧 공개적으

로 전시되는 실천이 되었다.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여전히 제 3자의 개입을 설정함으

로써 연애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 위에 위치시킨다. 우

선 가족의 존재가 다시 소환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상

견례>(2011)와 <위험한 상견례 2>(2015)55)를 통한 A형 플롯의 재등장

이 바로 이 점을 시사한다. 두 영화는 남녀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고 사

랑에 빠지는 장면은 생략하거나 짧은 인트로 장면으로만 제시한 채, 두

사람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하

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사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의 영화에서도

가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그 경우 가족이 두 주인공을 이어

주려 하거나 훈계를 얹는 정도일 뿐, 반대를 하는 역할로 제시되지 않았

다. 따라서 최근 이런 격렬한 가족의 개입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그러나 A형 플롯의 재등장과 가족의 개입을 완전히 과거 회귀적인 특

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진짜 진짜 잊지마>(1976)와 같은 하이틴영화

에서 주인공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만남을 반대해 이뤄지

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과 달리, <위험한 상견례> 시리즈에서 부모의

반대는 연인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꺾어놓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부모의 반성과 주인공의 결합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함

으로써 개인의 일말의 주체성을 보장한다.

개인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연애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못하

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일 것이다. 한국인은 각종 집단

적 사회 관계망과 전통적 가치 등을 의식해야 하는 “눈치의 수인”(박승

관, 2004, 159쪽)이다. 연애 또한 눈치의 지배 영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앞의 논의들에서 연애가 개인의 마음으로 침잠해 들어간다고 했지

55) <위험한 상견례>(2011)는 최근 10여 년간 로맨틱 코미디의 흥행이 부진한

가운데 개봉 당시 3주 연속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인

기에 힘입어 <위험한 상견례 2>(2015)도 제작되어 흥행 20위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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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위험한 상견례>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연애에서 결혼을

결심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마저도 개인의 문제로 남겨질 수 없다. 오히

려 가족과 주변인, 사회에 대한 눈치를 적극적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로

급격한 국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결혼은 정서적 개인주의가 통용되

지 못하는 영역이고, 이것이 오늘날 20∼30대가 결혼을 미루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짐작된다.

<위험한 상견례> 시리즈는 연애 문제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가족의

눈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회에 대해 의식하는 눈치를 극적이고 코믹

하게 그려내고 있다. <위험한 상견례>(2011)에서 현준(송새벽 역)의 아

버지와 다홍(이시영 역)의 아버지는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으로, 서

로에 대한 개인적 증오와 더불어 지역감정으로 가득 차 사돈 맺기를 거

부한다. <위험한 상견례 2>(2015)는 부모님이 유명한 현상수배범인 철수

(홍종현 역)와 본인을 포함한 식구 모두가 경찰직에 종사하는 영희(진세

연 역)의 이야기이다. 영희의 가족은 경찰 집안으로서 범죄자의 자식인

철수를 사위로 들이는 것에 대해 격렬히 반대한다. 그리고 철수의 부모

또한 경찰 집안을 사돈으로 맞는 것에 대해 매우 자존심 상해 하며, 철

수가 영희 가족의 환심을 사거나 영희와의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즉, 주인공들의 연애는

두 사람만의 문제 아니라 가족의 전통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의

식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쉽게 가족의 반대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

회에서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공과 사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시켜온 서구와 달리 조선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

으로 확산되어가는 연속적 구도”(권용혁, 2013, 170쪽)인 성리학을 바탕

으로 가족은 공과 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고 인식되어왔다. 가족은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단위이기도 하지만 인구 재생산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단위로서도 매우 중시되었던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서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개인주의가 도입되었고 가족 또한 핵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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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열되었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단시간 내 빠르게

일어나면서 공과 사의 기능이 혼재되고 중첩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개

인의 연애도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지 못하며, 특히 가족관계와

맞물리면서는 공적 영역이 지닌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미팅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는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영역의 개입이 활발해지는

현재, 가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공적 영역의 수행 단위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진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가

족을 거의 배제하다가 최근의 영화들에서 가족의 존재가 다시 소환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절들에서 논의한 바처럼 개

인이 개인의 감정으로 침잠해 들어가며 내부적 준거 체계만을 따르는 것

이 오늘날 연애에서 두드러지는 한 양상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연애는 가족과 국가의 문제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보여주는 연애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도 2000년대 영화의 맥락을 이어받

아 연애를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그려내는 관습적 장면들이 있다.

<뷰티 인사이드>(2015)에서 많은 여성 관객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

키며 SNS상에서도 편집 유통되던 장면은 배우 이진욱이 등장하는 장면

이다.56) 이 영화에서 남주인공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바뀌기에

20여 명의 배우가 한 씬 씩 돌아가면서 연기를 한다. 우진은 어느 날 연

인 이수가 회사 파티에 파트너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날 마침 할머니의 모습으로 깨어난다. 그래서 억지로 다시 잠든 뒤에

56) 신소원 (2014, 9, 1). ‘뷰티인사이드’ 이진욱, 극장가 탄성부르는 눈웃음 매력.

<마이데일리>. URL: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

=201509010822111126&ex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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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의 모습으로 깨어나 파티장으로 찾아간다. 마침 이수는 이수

의 남자친구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로 잔뜩 들뜬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

다. 내심 우진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듯한 이수에게 우진

은 매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동료들의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파티장의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받으며 등장한 우진은 이수의 손을 잡고

“많이 기다렸어?”라는 물음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던진다. 이 장면이 화

제가 된 것은 타인의 이목을 끄는 완벽한 이성을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다정한 연인으로 소개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때

문일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연인 혹은 연애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이벤트가 된 것에 대해 두 가지 맥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애 콘텐츠의 증가이다. 2000년대 중반까

지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은 연예인끼리의 짝짓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

어 일반인의 연애와는 다소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2000년

대 후반부터 연애 상담 프로그램, 연애 코칭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

해 <마녀사냥>(JTBC, 2013∼)이 화제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두가 로맨스 주체로 호명된다. 오늘날 젊은이들

은 수많은 이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연애에 대해 고백한다.

짝사랑부터 성경험까지 자신의 연애를 공적 영역에서 공개하는 것은 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것으로, 창피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두 번째 맥락과도 자연스레 이어지는데, 바로 연애의 스펙화이다.

자기계발주체로서의 개인에게는 연애 또한 잘 가꾸어나가야 하는 영역이

다. 그리고 연애가 어려워진 시대, 연애에 많은 계산이 동원되어야 하는

시대에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는가는 곧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된

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애가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시선을 사게 되는 장면은 이러한 이유로 더 주목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연애는 점차 친밀성(intimacy)의 영역에서 외

밀성(extimacy)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개인의 내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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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외적인 것의 영향 속에서 작동하는 양태”(김홍중, 2014, 94쪽)를

일컫는 외밀성은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extérieur intéreur)”(Durkheim,

1926: 김홍중, 2014 재인용, 94쪽)를 발견하게 만든다. 따라서 오늘날의

연애주체는 스펙화 현상으로 구체화되는 생존주의, 자기계발주의, 신자유

주의 등의 레짐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

를 낭만적이고 예쁜 것으로 제시하는 관습을 지닌 장르인 로맨틱 코미디

는 연애의 외밀성을 부각시키기 쉽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조금 확장시켜, 동성애를 이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영화 속에서 동성애는 로맨틱 코미디 영역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이성애 로맨스가 로맨틱 코미디보다 멜로드라

마에서 많이 다루어짐으로써 자유로운 연애가 긍정되지 못했던 것과 같

이, 동성애도 주로 멜로의 소재로 사용됨으로써 동성애 로맨스는 비극성

을 내포한 것으로 위치지어 진다. 혹은 완전히 코미디적 장치로 우스꽝

스럽게 그려지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미지화되기도 한다. 즉, 동성애

가 로맨틱 코미디에서 다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남들에게 보여

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5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기

1. 자기서사화를 통해 성찰하기

1절부터 4절에 걸쳐 논의한,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재현하는

연애는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맨스는 궁극적으로는 긍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희망된다. 이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삼포세대 담론 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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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연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욕구되고 실천되는 현재를 살펴

보게 만든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해체된 현 시점에서 연인들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이 꿈꾸는 연애하기란

어떤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동원하는 관

습적 설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주인공들이 자신의 연애를 스스로

서사화하는 작업을 하는 설정에서 오늘날 연애하기의 중요한 동력을 고

찰해볼 수 있다.

기든스(1993/2001)는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삶에 서사를 도입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낭만적 사랑의 발생이 소설의 출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영화 자체가 로맨스 서사를

다루는 한편으로 인물들 또한 스스로 자기의 로맨스를 노래나 글, 만화

등으로 서사화하는 작업을 하는 관습이 빈번히 등장한다.

<쩨쩨한 로맨스>(2010)는 서사화 작업을 다층적으로 보여준다. 만화가

인 정배(이선균 역)는 ‘19금’ 만화 작품을 공모전에 내기 위해 섹스칼럼

니스트 다림(최강희 역)과 공동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만화의 구체적 장면을 구상하느라 야한 장면을 직접 연출해보기도 하는

등 만화서사의 구축은 이들의 로맨스 관계 구축과 나란히 진행된다. 그

리고 정배의 친구 해룡(오정세 역)은 이 두 사람을 관찰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 만화를 만들어나간다. <러브픽션>(2012)은 제목

자체부터 로맨스의 서사화를 의미한다. 소설 작가인 주월(하정우 역)은

자신과 연인 희진(공효진 역)을 여주인공으로 상상하며 느와르 소설을

써내려간다. 그래서 영화는 마치 주월과 희진의 서사와 함께 주월의 소

설 속에서 펼쳐지는 마형사(하정우 역)와 혜영(공효진 역)의 서사 두 개

가 동시에 진행되는 듯 보인다. 이 외에도 <위험한 상견례>(2011)에서

만화가인 현준은 연인 다홍을 여주인공으로 상상하며 만화를 만들고,

<나의 PS 파트너>(2012)의 현승(지성 역)은 윤정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

로 만든다.

이와 같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자신의 로맨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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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하려는 모습은 이전 시기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습이다. 이

렇게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기 연애를 서사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

인가? 서사화는 낭만적 사랑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가?

이때의 서사는 기든스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 즉 19세기 후반

과 20세기 초반의 로맨스 소설이 갖는 서사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최

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서사 경향에 대한 신형철(2012)의 평론으로부

터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빌려오고자 한다. 신형철은 2012년 이후의 한

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4편57)을 대상으로 평하면서 이 작품들이 공통적

으로 ‘사랑의 아나토미(anatomy)’ 장르에 속한다고 말한다. 아나토미 장

르란 문학적 개념으로, 어떠한 관념에 대해 섬세하게 해체하고 해석하는

글쓰기 방식을 의미하는데, 노스롭 프라이(Northrop Frye)가 산문 문학

장르를 소설, 로맨스, 고백, 아나토미로 나눈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

중 오늘날의 로맨틱 코미디 서사는 아나토미에 속하고 근대적 낭만적 사

랑 서사는 로맨스라고 속한다고 구분해봄으로써 최근 로맨틱 코미디가

근대적 낭만적 사랑을 재소환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신형철이 아나토미 장르로 분류하는 네 영화는 남녀관계의 국면을 구

체적으로 다루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서사 방식을

취한다. 신형철은 이런 아나토미 기법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해

체된다고 말한다. ‘∼한 상황에 놓이면 필연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

다’58)라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명과 우연

의 화법을 지닌 낭만적 사랑이 해체된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로맨스의 서사화를 통해 자신의 연애 혹은 사랑

의 감정 자체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된다.59) 연애관계의 당사자이면서도

57)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러브픽션>(2012), <건축학개론>(2012),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58) 특히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은 의뢰인의 연애를 이루어주기 위해 각

본을 짜주는 연애 에이전시가 배경으로, 특정한 플롯 장치에 의해서 낭만적 판

타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기반영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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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제 3자의 역할 또한 맡게 되기 때문에 관계의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기든스나 테일러가 말하는 현대사회의 자기성찰성

의 주요한 실천적 특징인 일기 쓰기의 행위와도 유사한 방식이다. 인물

들은 연애를 하면서 겪는 황홀과 혼란을 서술하는데, 서사화 작업의 완

성은 인물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연인을 되찾으러 나서는 장면과 동시

에 이루어진다. 소설이든 만화든 노래든 완성된 작품은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는 거울로 작용하여 자신이 포기하려 했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의

지를 다시 다지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연인은 수많은 낭만적 사랑의 서사에 익숙하면서 그 문법

을 익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앞의 절들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그러한 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성찰

하기 시작한다. 자기성찰은 연애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낭

만적 사랑 복합체가 제공하는 안정감이 깨진 자리에서 나타나는 개개인

의 노력이다.

2. 노력과 의지를 통해 지향되는 사랑

연애하기에 대한 새로운 이상향의 정립 과정은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

화에서 운명과 장애물을 제시하는 레토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설정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오늘날 연인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캐릭터들은 유독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다. 운명이란 ‘하나뿐인(one and only)’ 사랑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의 강

59) 또한 최근 영화들에서 서사화를 하는 주체는 주로 남주인공으로, 앞서 논의

한 바대로 남성이 친밀성 영역에 들어오고 남성의 연애성장서사가 다뤄지는 현

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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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기제이다. <김종욱 찾기>(2010)의 지우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여행을 한 첫사랑을 운명의 상대로 여기며 오랜 시간 잊지 못하고

지낸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다다라 사실은 그녀가 첫사랑의 신상정보

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그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

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첫사랑과의 재회가 자신이 생각하는 운명의 고

귀함과 낭만성을 훼손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즉, 하나뿐인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상적 사랑은 나의 절대적 운명의 상대(Mr. Right)를 만나

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가 곧 내 운명이라는

믿음으로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김종욱 찾

기>(2010)의 에필로그는 지우가 그녀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기준과도 운

명적 순간을 공유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운명이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

적이고 복수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낭만적 사랑의 고귀성과

영원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던 물적 조건으로서의 결혼 제도와 가정의

창조, 근대적 젠더 분업의 안정적 질서로 구성되었던 낭만적 사랑 복합

체는 파편화되었지만, 낭만적 사랑이 지닌 가치는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

며 연인들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로맨스 콘텐츠는 장치를 설정한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종종 사용되는 비현실적 장애물이 그것이다.

<오싹한 연애>(2011)는 귀신을 보는 여자 여리(손예진 역)와 그녀를 사

랑하게 된 조구(이민기 역)의 이야기이다. 여리에게는 죽은 친구의 영혼

이 늘 따라다니며 여리를 괴롭힌다. 조구는 그런 여리를 사랑하게 되고

귀신은 조구마저 괴롭힌다. 이것은 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

이다. 영화는 이 갈등에 대한 해결법으로 사랑을 마법의 힘과 같은 것으

로 제시하지 않는다. 종래의 낭만적 사랑 서사라면 여리가 조구와 진정

한 사랑에 빠짐으로써 귀신을 그만 보게 되어야 하지만, 이 영화에서 여

리는 결말에 이르고서도 계속 귀신을 본다. 그리고 조구는 이러한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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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함을 감내하고 함께 공포를 견디기로 결심함으로써 여리와의 사랑

을 이룩해낸다.

이렇게 <오싹한 연애>(2011)는 갈등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

들의 결합으로 끝이 나는, 변형된 D형 플롯을 보여준다. <뷰티 인사이

드>(2015)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화에서는 남주인공 우진이 외모가 매일

변하는 희귀병을 갖고 있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이수(한효주 역)는 우진

과 연애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인간을 마주하면서 연인의 유일성을 경험

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 이 영화 역시 결말에

이르도록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수는 모든 고통을 자기 스

스로 수용하기로 마음먹음으로써 해피엔딩을 성취한다.

이로써 오늘날의 새로운 낭만적 사랑은 운명이나 마법 같은 신화를 깨

트리면서 그 자리에 연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변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오싹한 연애>(2011)에서 여리의 친구 유진의 대사

와 여리와 조구 간의 대화는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준다.

유진 :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말이야, 사랑하는 남녀사이에 꼭 장애

가 하나씩 나와.

신분의 차이, 부모의 반대, 성격 차이 같은 거.

그러니까, 넌 좀 독특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조구 : 공포영화의 여주인공들은 사랑을 안 해요. 희한하죠?

여리 : 에이씨, 공포영화 여주인공이 사랑을 하면 그게 멜로지, 공폰

가? 이 바보팅이.

조구 : 왜? 걔네는 사랑하면 안 되나?

여리 : 공포영화의 여주인공이 사랑을 하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잖아

요. 옆에 누가 있는데 무섭겠어요?

이 두 장면은 장르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로맨스 장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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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자의식의 표현은 사람들이 낭만적 사랑의 요소와 특성, 혹은

환상성에 대해 이미 익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연인들이 살아가는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을 낭만적 사랑을 통해 로맨스 영화로 바꾸는 것은 불가

능하다. 하지만 현실 속 공포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독특한 장

애”로 인식하고 사랑을 통해 함께 감내하는 것이 더 나은 현실임을 자각

한다. 따라서 로맨스 콘텐츠에서 판타지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CG의

사용이 점차 늘어가는 것60)은 기술 발전만으로 설명될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과 연애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

(prosthesis)로서 동원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벡은 가혹한 현실 속에 유대의 방식이자 안식처이자 신흥종교로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Beck, 1990/1999).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이 지닌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의 노

력이 더욱 중시되는 실천으로 보인다. 앞의 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의 연애 과정에는 많은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은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와 논리를 내화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

울여왔다. 그럼에도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결말에서 손을 맞잡은 연인

들에게 마냥 무지갯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티끌 모

아 로맨스>(2011)의 가난한 두 남녀는 결말에서 힘들게 벌었던 돈을 다

시 다 잃고 여전히 극빈의 상태이다. 그러나 이 극복불가능한 현실의 어

려움 속에서 개인이 유일하게 노력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은 사랑뿐이

다. 즉 연애는 개인이 성찰하고 노력함으로써 보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처럼 보인다.

60) 이는 드라마에서 더 빈번히 발견된다. <구가의 서>(MBC, 2013)의 주인공

은 반인반수이고 <별에서 온 그대>(SBS, 2013)의 주인공은 외계인이다. <주군

의 태양>(SBS, 2013)의 주인공은 귀신을 보고, <킬미, 힐미>(MBC, 2015)와

<하이드 지킬, 나>(SBS, 2015)의 주인공은 해리성 인격 장애로 인해 다중의 캐

릭터로 설정된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사랑의 힘으로 이를 감내하거나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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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의미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대해 공시적, 통시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계보와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2008년 이후의 영화가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와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

르 구속성과 2008년 이후라는 시기적 맥락을 고루 고려하면서 텍스트 분

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 결과에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

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담론 분석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썸, 남성성 위기, 노스탤지어 등 현재 한국 사회와 미디어문화에서 발견

되는 특징들이 연애하기의 문제와 맞물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연애하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탐색해보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

른 특징을 보여주며 변화해왔다. 서구식 자유연애를 보여주면서도 가부

장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던 초기의 영화를 지나, 60년대 청춘영화 시

대는 연애문화 속에 서구의 문물과 사고방식을 끌어들여온다. 그리고 70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밀접히 조명하게 되었는데, 하이

틴영화와 청춘영화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정서 속 청춘 군상의 고뇌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순수와 열정을 발산하는 방식으로써 연애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9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는 쿨하고 도회적인

연애관계에 집중하면서 남녀의 만남과 연애 과정, 이별과 재회까지 구체

적 면면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소박

하고 보편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연애의 초라함과 실패까지도 아우른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의 로맨틱 코미디는 200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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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가치와 행동양식이 혼재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상향을 재정립해나가는 연인들의 희로애락을 재현하고 있다. 본 연구

는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연애하기의 양상을 다섯 가지로 정

리해보았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연애 인간의 모습이다. 청년들은 연애라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비인격적 관계에서 통용되는 경제적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연애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스펙화되면서 개

인의 존재 자체나 개인이 가진 감정은 자본으로 환원된다. 특히 연애시

장 안에서의 최고 자본은 개인의 감정으로, 청년들은 자기감정에 함몰되

거나 감정의 줄다리기에 골몰한다. 이처럼 친밀성 영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개입 및 자기성찰성의 발동은 20세기 후반 서구 연구들에서 다뤄

져온 내용인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향에 대한 무한 존

중, 썸 문화 등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양상으로 발견된다.

두 번째는 로맨스에 먹고살기의 문제가 개입하면서 나타난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인 먹고사니즘은 연애를 사치처럼 여기게 만

들기도 하며, 개인은 자신의 일대기 안에서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과 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데에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의 붕괴로 인해 남성과 여

성 모두에게 일반화되면서, 남성이 친밀성 영역에 들어오고 남녀가 연애

성장서사를 공유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대적 젠더 분업 체계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어 종종 여성의 희

생을 요구하며 친밀성 영역에서의 평등성에 대해 성찰해보게 만든다.

세 번째로 현사랑의 실패와 옛사랑의 그리움 사이에 놓인 개인의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결혼을 탈각한 연애는 종종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별은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연애의 정상적 과정으로 수용되며

연애의 실패는 인생의 경험으로 탈바꿈된다. 현재의 연애가 고전하는 가

운데, 최근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서 나타나는 노스탤지어의 정서와 함께

옛사랑의 존재가 소환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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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하면서도 연결을 갈망하는 세대로,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재에

과거로 후퇴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연애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해있

다는 점이다.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연애가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들

어온 듯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사의 기능을 모두 하는 가족의 존재는

최근 친밀성 영역에 공적 영역이 개입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보여주고 전시하는 것으로서의 연애의 스펙화는 연애하기에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내면화된 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애가 지속되고 긍정되는 기제

를 살펴보았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연애는

무작정 포기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성

찰과 노력이 연애의 강력한 동력으로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의

서사화 작업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운명과 장애물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뤄지는 재현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연애가 사랑의 환상성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새로운 타협점과 이상향을 만들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가 지닌 사회경제적 구조는

연애하기를 서로 상충하는 가치 속에 놓이게 만들고, 이 가치들 사이에

서의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을 요구한다. 연애주체는 인격적 관계에서 요

구되는 덕목과 비인격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하나의 정체성 안에

서 적절히 발휘해야 하고, 마음의 진정성과 시장주의적인 사고방식 사이

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며, 전통적 가치체계와 새로운 가치체계,

내면의 가치체계와 외부의 가치체계 사이를 오간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

움은 곧잘 연애관계에서의 자기중심주의, 썸 현상과 같은 유동적인 관계

의 반복, 결혼의 유예, 퇴행적 위로와 같은 문제들로 구체화되고, 연애불

가능성의 담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평행하여, 현실을 감내하고 많은 노력

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연애가 긍정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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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구적 맥락에서 자라난 ‘사랑’에 대한 논의와는 결을 달리 하는, 현

대 한국 사회에서의 ‘연애’를 설명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연애가 가로

막히는 현실에서 개인은 경제적 논리를 체득하고 자아의 진정성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나가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연애만은 성취해내려 노력하기도 한다.

‘노오력해도 흙수저’61)라는 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현재, 연애만이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보답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 보

인다. 즉, 소위 말하는 연애불가능성의 시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많은 연애

관계와 그 안에서의 개인이 발휘하는 선택과 능동의 주체성은 ‘N포’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관적 담론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

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는 미디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재현 연구이자 담론 분석 연구이다. 재현체계는 곧 이데올로기의 언

어이고, 미디어의 재현 방식이 현실 사회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 시사

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는 텍스트 자체의 특성과 방법론으로 인해 일

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61) ‘노오력’과 ‘흙수저’는 청년취업난과 계급불평등을 반영하는 신조어이다. ‘금

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관용어구에서 파생된 ‘수저계급론’에서 ‘흙수저’는 대다수

의 일반 서민 계층을 일컫는 말로, 대기업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하는 이상 흙수저 계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노오력’이란 청년세

대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면서 나온 표현으

로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이를 길게 발음한 ‘노오력’, 더 나아가 ‘노오오력’을 해도

취업이 어렵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현재의 무한경쟁사회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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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명확한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오지 않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이 혼재된 채로 시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

며 제작되어 왔다. 따라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 계보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족할 뿐더러, 선행연구의 개념화를 수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장르 연구와 한국영화사를 참조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개념화 및 범주

화를 새롭게 시도해보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영화들 중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하기에 모호해 보이는 영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타당성의 문제가 남는다.

또한 재현 연구를 통해 현재 진행형인 문화적 과정이자 사회적 실천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심층인터뷰와

같이 연애주체의 더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이 동원되었

다면 분석의 결이 섬세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연애가 사람들

앞에 스스럼없이 공개되고 전시되는 것임을 논의했던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내밀한 연애사와 담론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연애하기의 양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

탕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범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논의가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양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토리 세대’62)로 요약되는 청년세대 문제와 ‘초식남’ 현상,

낮은 결혼율 등 친밀성 문제의 영역63)에서 한국과 유사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논의를 일본이나, 혹은 또 다른 사회적 맥

락을 형성하고 있을 중국 등 소위 동일 문화권으로 묶여 생각되는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시켜서 비교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62) 돈과 출세에 관심이 없고 꿈과 야망도 없이 살아가는 일본의 현 젊은 세대

를 일컫는 신조어.

63) 채상우 (2014, 7, 21). '결혼 못 하는 일본' 20대女 80% 미혼. <이데일리>.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30996

06606156816&DCD=A00805&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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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의 불가

능성을 목격하고 합류적 사랑과 보다 도구적인 연애하기의 양상을 발견

했다. 그리고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한 연애가 새로

운 이상향으로 합의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시해보았다. 불확실성의

시대, 연애불가능성의 담론과 도구적인 연애관을 거치면서 형성된 연애

하기가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의 실천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감정의 진정성과 자기계발에의 강박, 노력에 응답받고자 하는 개

인의 열망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연애하기의 영역에 대해서 그 특성과 가

치를 보다 명확하기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사

유가 필요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애가 불가능하고 포기된 세대

로 호명되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애에 대한

욕구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와 희망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를 둘러싼 비관적 담론과 물적 조건에 보다 희망적인 답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밀성 영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

는 곧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접근 및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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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 대상 1950∼201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 목록

제목 연도 감독

청춘쌍곡선 1956 한형모

오해마세요 1957 권영순

자유결혼 1958 이병일

여사장 1959 한형모

3인의 신부 1959 김수용

청춘배달 1959 김수용

말띠 여대생 1963 이형표

청춘교실 1963 김수용

연애졸업반 1964 이형표

여자가 더 좋아 1965 김기풍

특급결혼작전 1966 유현목

남자 미용사 1968 심우섭

남자 식모 1968 심우섭

남자와 기생 1968 심우섭

바보들의 행진 1975 하길종

진짜 진짜 잊지마 1976 문여송

진짜 진짜 미안해 1976 문여송

너무너무 좋은 거야 1976 이형표

푸른 교실 1976 김응천

고교얄개 1977 석래명

고교 우량아 1977 김응천

남궁동자 1977 김수형

병태와 영자 1979 하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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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는 철부지 1980 김응천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1987 이규형

기쁜 우리 젊은 날 1987 배창호

그 여자, 그 남자 1993 김의석

가슴달린 남자 1993 신승수

101번째 프러포즈 1993 오석근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1993 유동훈

커피 카피 코피 1994 김유민

닥터 봉 1995 이광훈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1995 구임서

아찌 아빠 1995 신승수

꼬리치는 남자 1995 허동우

코르셋 1996 정병각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1996 김유진 외 6명

패자부활전 1997 이광훈

미술관 옆 동물원 1998 이정향

찜 1998 한지승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998 이은

인연 1998 이황림

엽기적인 그녀 2001 곽재용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1 박흥식

가문의 영광 2002 정흥순

색즉시공 2002 윤제균

동갑내기 과외하기 2003 김경형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2003 오종록

싱글즈 2003 권칠인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004 곽재용

내 사랑 싸가지 2004 신동엽



- 132 -

광식이 동생 광태 2005 김현석

연애의 목적 2005 한재림

작업의 정석 2005 오기환

야수와 미녀 2005 이계벽

B형 남자친구 2005 최원석

미녀는 괴로워 2006 김용화

달콤, 살벌한 연인 2006 손재곤

청춘만화 2006 이한

색즉시공 2 2007 윤태윤

6년째 연애중 2008 박현진

7급 공무원 2009 신태라

청담보살 2009 김진영

시라노; 연애조작단 2010 김현석

쩨쩨한 로맨스 2010 김정훈

김종욱 찾기 2010 장유정

오싹한 연애 2011 황인호

위험한 상견례 2011 김진영

티끌모아 로맨스 2011 김정환

건축학개론 2012 이용주

나의 PS파트너 2012 변성현

러브픽션 2012 전계수

남자사용설명서 2012 이원석

연애의 온도 2013 노덕

슬로우 비디오 2014 김영탁

플랜맨 2014 성시흡

오늘의 연애 2015 박진표

위험한 상견례 2 2015 김진영

뷰티 인사이드 2015 백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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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s and meanings of romantic

relationship of neoliberal Korean society. In the contemporary modern

society, majority of the Western discourses on love are under the

assumption of today’s economic transformations, which are marked as

neoliberalism and late capitalism. South Korean society also has

started to focus on the matter of intimacy based on the generational

discourse, which has been rising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us, this study considers romantic relationship as a broader field of

study that is highly interconnected with the continuous social

changes, and not just private matter of individuals.

Furthermore, in South Korea, ‘love’ carries a distinguished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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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n society’s particular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The

terms such as ‘880 thousand won generation’, or ‘N-po generation’

are striking examples that reflect the structural poverty of

contemporary Korea’s young generation,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impossibility of love. On the other hand,

society encourages the youth to engage in romantic relationship as

the media actively deal with romance and sexual issues. This paradox

between the impossibility of love and the normalization of love in

today’s Korean youth culture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romantic relationship’ started from the creation of

individual. As the modern society liberated individuals from the

traditional norm, the concept of ‘romantic love’ was idealized as a

personal narrative in which one develops one’s own ego through

active engagement with the other. However this ideal was challenged

in late capitalism society where an individual is required to be a

compliant laborer. In the so-called risk society, a reflexive individual

has to continuously manage the risk factors during his or her

lifetime, and this transforms the structure of intimacy. As a result,

‘confluent love’, which means more flexible and contingent romantic

relationship, becomes the new ideal.

In this context, to observe how romantic relationship in Korea has

changed over time, this study analyzes the representation of love in

Korean romantic comedy movies. Unlike melodrama, romantic comedy

genre portrays love as a pleasant experience in which the individuals

demonstrate subjectivity and comedic devices reflect hidden reality.

Korean romantic comedy draws a unique genealogy, show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ach era. Analyzing the plot, character, and

convention of the movies in each era will tell how ro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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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has been understood and practiced through the last 60

years.

The romantic comedy movies since 2008 show different ways in

representing romantic relationship: repe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characters without concluding them with happy endings, summoning

the family (which has been absent in romantic comedy for a long

time), portraying a new type of male characters, employing motifs of

destined love or first love, and inserting the fantasy elements.

Based on these textual changes, we can discuss the aspects and

the meaning of love in neoliberal Korean society. First, the

individuals demonstrate the identity of ‘homoeconomicus’ in romantic

relationship. With the advent of romance market, people should

choose their optimal partners, people’s emotions have been capitalized,

and emotional tug of war between people has become important.

Second, the matter of livelihood starts to intervene in romantic

relationship. Romance is undermined as practical survival issues are

prioritized, and as people experience conflicting roles between a

laborer and a lover. Also, since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has

collapsed, new aspects and difficulties have appeared, which leave the

question of gender equality in intimacy. Third, people get caught

between the failure of present love and the nostalgia for ex-love.

Relationship without marriage readily ends up as a failure, and the

nostalgia for previous relationship or first love provides regressive

comfort as compensation. Fourth, romantic relationship is placed in

ambiguous boundary between private and public area. People’s

romantic relationships are still frequently intervened by their families

and this goes along with the Korean society’s recent tendency in

which public area intervenes the area of intimacy.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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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of love encourages people’s relationships to be displayed

in the public space. Lastly, despite all these difficulties discussed

above, people keep their relationships and build new ideals. Today’s

romantic relationship requires people’s effort and will, as people have

to endure harsh reality to be in such relationship. As a result, love is

a reward for such effort and will.

To conclude, the recent socioeconomic structure situates romantic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such contradictory values, and the

difficulty to adjust and negotiate these values forces the individual to

give up love. Nevertheless, many people keep their relationships by

bonding and putting effort to each other.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in romantic relationship implies a silver lining against all

the pessimistic discourses that surround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refore securing the stability of intimacy can open the

possibility to resolve the multiple social problems that neoliberal

Korean society is currently facing.

keywords : romantic comedy, romantic relationship,

neoliberalism, representation,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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