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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천년을 거쳐 온 역사 속에서 ‘아버지’라는 인물은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챙겨주는 상 이외에도 사회
으로 가족을 표하고 부양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19세기에 편 된 서구의 가부장  통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의 아버지 역시 한국 통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가부장  부성성을 띠고 있다. 1960년 부터 산업화를 이루어 결국 21세기에는 가족 심주의 
신 개인 심주의로, 서열화 신 평등성을 강조하며 상호존 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  가치에 
심을 두게 되었다. (2005, 한국가족문화원, 21세기 한국 가족)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작스런 

근 화로 인해 실제로는 아직 한국사회에 통  가족문화 상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 한국의 아버지는 가부장  남성 심  사고

를 가지고 가족의 생계와 안 을 책임지며 감정보다는 이성에, 부드러움 보다는 무뚝뚝함에 더 심을 두
는 것이 남자,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한 사회  이데올
로기는 미디어를 통해 표 되는데, TV나 화에서 보여지는 가부장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이다.  
본고는 그러한 한국의 아버지가 묘사된 화 분석을 해 선정한 화 두 편을 통해 한국 화 속에서 

표 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메츠의 통합체, 계열체분석과 그 마스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기호
학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분석을 해 선정된 화로는, 한국형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표
된 화 ‘ 라이 디’와 한국형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는 ‘우아한 세계’가 있다. 의 화들은 화 속의 

가부장  부성성과 그 배경이 된 한국 통의 이데올로기가 미디어를 통해 투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
은 이다.  

■ 중심어 :∣한국∣영화 ∣가족∣부성∣가부장∣캐릭터∣기호학∣ 

Abstract

In the history, ‘father’ has been described as a being who not only take care of the family 
but also represents the family socially and supports them. 
Like the Western patriarchal tradition prevalent in the 19th century, fathers in Korean society 

also bear patriarchal paternity based on Korean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In such a unique family culture of Korea, Korean fathers hold the patriarchal male‐centered 

idea and regard it as the roles of man and father to be responsible for the family’s living and 
safety and to be more rational than emotional and more blunt than gentle. Social ideology for 
this image of father is expressed in media, and an example is the patriarchal image of father 
in TV dramas and movies.
In order to analyze the image of Korean fathers described in films, this study selected two 

films and examined the semiological meanings of fathers’ roles expressed in the films using 
Metz’s syntagmatic and paradigmatic analysis method. The films chosen for case study are ‘Fly 
Daddy’, ‘The Show Must Go On’, and ‘Speed Scandal'. These films are good examples 
demonstrating that Korean patriarchal paternity and its background traditional ideology are 
projected on media.

■ keyword :∣Korea∣Film∣ Family∣Paternity∣Character∣Sem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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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랜 역사 속에서 ‘아버지’라는 인물은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챙겨주는 상 이외에도 사회 으로 가족을 

표하고 부양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제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어떤 

유인원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다는 에서 자연 안에서

는 찰되지 않는 문명의 산물이다. 즉 자식들에게 생

명과 양식을 제공해주는 어머니와는 달리, 남자는 출산

에 한 책임을 인식하고 아버지가 되기 해 무엇보다 

먼  일정한 논리 능력을 습득해야 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제도 역시 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가족해체  상이 확산되

었다. 이에 따라 에 비해 가장의 치가 가족 구성

원 내에서 많은 향력을 끼치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이

지만 여 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 천년이 넘게 지배해온 

아버지에 한 가부장 인 인식이 남아있다. 

19세기에 편 된 서구의 가부장  통과 더불어 한

국 사회에서의 아버지 역시 한국 통의 유교문화를 바

탕으로 가부장  부성성을 띠고 있다. 1960년 부터 산

업화를 이루어 결국 21세기에는 가족 심주의 신 개

인 심주의로, 서열화 신 평등성을 강조하며 상호존

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  가치에 심을 두

게 되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작스런 

근 화로 인해 실제로는 아직 한국사회에 통  가족

문화 상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 한국의 아버지는 가부장  남성 심  사고를 

가지고 가족의 생계와 안 을 책임지며 감정보다는 이

성에, 부드러움 보다는 무뚝뚝함에 더 심을 두는 것

이 남자,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한 사회  이데올로기는 미

디어를 통해 표 되는데, TV나 화에서 보여지는 가

부장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이다.  

본고는 그러한 한국의 아버지가 묘사된 화 분석을 

해 선정한 화 두 편을 통해 한국 화 속에서 표

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크리스티앙 메츠의 

통합체, 계열체분석을 이용하여 기호학  의미에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사례분석을 해 선정된 화로는, 

‘ 라이 디’와 ‘우아한 세계’ 그리고 ‘과속스캔들’이 있

다. 의 화들은 화 속의 가부장  부성성과 그 배

경이 된 한국 통의 이데올로기가 미디어를 통해 투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버지의 부성성은? 

둘째, 한국 화에 나타나는 아버지 캐릭터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 화에서 부성성은 어떻게 표 되는가?

넷째, 한국 화에 나타나는 부성성에 한 기호학  

의미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고는 서구  부성성을 제로 하여 한국의 부성성

이 한국 화를 통해 어떻게 표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

다. 먼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구 부성성의 

역사에 해서 악한 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국에서 생성된 한국의 남성 심  부계가족주의에 

해 알아보도록 한다. 한 이러한 한국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아버지가 갖게 된 모순성을 화 속에 

표 된 아버지 캐릭터에 한 기호학  분석으로 연구

하도록 하겠다. 

기호학  분석의 방법으로는 메츠의 통합체, 계열체 

분석 방법을 쓰도록 하겠다. 통합체분석은 화의 서사

구조를 악하기 해 시간 , 공간  계를 토 로 

분석하는 것이고, 계열체 분석은 화 속에 상 이미

지 속에서 아버지 캐릭터에 한 외시의미와 함축의미

를 분석하기 함이다.   

선정된 화 ‘ 라이 디’와 ‘우아한 세계’, 그리고 

‘과속스캔들’은 한국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등장하

는 화로서, 한국의 아버지의 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에서 한국 특유의 부성성에 한 분석에 합하다.

II. 한국의 부성성

부성의 기원은 문명이 발생하면서 생겨난 인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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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문화  상이다. 이것은 자연과 문명이 만나는 

합지 에 놓여 있는데,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은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제도가 역사상 모든 사회들

에서 지배 인 형태 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특히 어

떤 유인원에게서도 발견되지 않고 인간에게서만 발견

되었다는 것에서 가부장제는 인간만이 가진 문명의 산

물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남성과 여성에 의해 형성된 

역사 인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기형태의 가부장제는 고 국가에서 나타났다. 

고 국가 조직의 기본단 는 가부장  가족이었으며, 

가족은 국가의 규칙들과 가치들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표출해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자녀와 집안일을 담당하

고 남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여성은 오늘날에도 

남성보다 은 자유를 리고 있다.  

가부장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로마의 가부

장제(patriarchy)는 가족  노 와 여성, 아이들에 한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가부장의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이 가족원에 하여 이처럼 인 지배권력

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처는 남편의 육체 , 정신  

힘보다 열등하며, 어린이는 클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

고, 노비는 어릴 부터 주인의 권력에 복종하는 태도

가 생활에서 함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 이 종결되면서 서구 부성의 이미지

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량학살이라는 죄의식이 

정치 인 역의 아버지들은 물론, 사 인 아버지들에

게까지 불명 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지

도자 무솔리니와 미국의 통령 리처드 닉슨의 몰락은 

민주주의에 한 의 권 를 보여주면서 승리자로

서의 아버지가 결코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입증하

는 좋은 이다. 

하지만 여 히 사회는 부성의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

다. 부성의 패러독스란 아버지에 한 아이들의 모순된 

기 심리로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공평함과 정의를 베

풀면서도 동시에 외부세계에 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를 바라는 자식들의 요구이다. 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스탈린 인 공산주의는 이런 부성의 패러독스를 공식

인 역으로 옮겨놓은 표 인 역사  사건들로, 이

들은 옮음과 그름을 어떤 원칙으로 통해 구분한다기보

다는 외 인 승리만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서구의 부성성은 한국의 부성성보다 아버지의 사회

인 권력과 승리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고 국가에서

부터 로마시 를 거쳐 재까지 잔재하는 서구의 가부

장  부성성은 가족을 선도하고 가족원들에게 존경받

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근 화 이후 사회 으로 남녀평등을 주장하

며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의 계가 권 계에서 우

애  계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 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한국의 사회에는 가장으로

서 아버지의 역할과 의무를 요구하는 사회  시선이 남

아있다. 이는 통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

부장 인 아버지의 모습에 한 잔재이다. 

가족의 형태 역시 통 인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통가족형태에 한 념과 의미가 붕괴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이상은 포기

하지 않고 가족은 ‘따뜻한 울타리’, ‘가족원의 보호막’, 

‘나를 감싸주는 푸근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통  가족형태는 붕괴되었으나, 통 , 원  가족

의 기능은 그 로 이념화되어 오늘날 같은 산업화된 시

에 더욱 그것을 갈망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게 가족의 통  가치와 근  가치가 혼재되

어 가족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시 가 되면서 가장의 역

할 한 모순 으로 변모되었다. 사회 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경제 으로 한 월 을 받는 아버지 등 물

질 으로 성공한 아버지가 이상 인 아버지의 상으로 

꼽히면서 의 아버지는 처럼 집안에서 

으로 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경제 인 지원 

외에는 별로 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III. 메츠의 기호학

기호학은 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내면  요소들에 

한 연구에 집 함으로써 화의 외형  조건을 연구

하는 포  연구를 배제한다. 화기호학은 한 편의 

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의미를 생성시키며 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객들에게 달시키는가라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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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락

한 가정의 아버지 장가필은 어느 날 복싱챔피언 태욱에게 구
타당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아이를 보고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 휩싸인다. 누워있는 딸에게 도리어 
호통을 치며 네 잘못이 아니냐고 타박하는 그의 모습은 나약
하고 힘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이다. 이로 인해 딸과의 사이는 
멀어진다. 딸과 친밀해 보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소
외된다. 가필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을 다짐한다.   

둘째
단락 

복수를 위해 가필은 승석에게 딸아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
신을 훈련시켜줄 스승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가필은 딸아
이가 노래방에서 구타당했을 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된다. 피
투성이가 된 채 아빠를 부르는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 아
파하는 모습은 딸에 대한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한 해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크리스티앙 메츠

의 통합체 분석 방법은 거  통합분석틀을 사용하여 

화 속 사건을 연 기  흐름에 따라 서사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화의 체 인 내러티 를 악하는데 당

하다. 계열체 분석 방법은 각 상 이미지 속에서 기표

를 찾아내고 그것의 외시의미와 함축의미를 분석하여 

기표가 담고 있는 기호학  의미를 찾는 것이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화는 자신을 서사로 구성하여 

의미작용 과정의 실체를 생산함으로써 담론이 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어떤 이미지도 다른 이미지를 으로 

닮지 않지만, 부분의 내러티  화들은 주요한 통합

체 인 특성-그 단 가 다양한 조합의 공간 , 시각  

계를 구성하는-이라는 에서 서로를 닮아 있다. 이

러한 화의 내러티 인 구성은 서사의 연 기성을 

심으로 분석하는 메츠의 통합체  분석을 통해 상세

하게 분석될 수 있다.  

메츠의 분석 방법은 기존의 서사구조와 통합체  구

성을 결합한 것으로서 여덟가지 기본 요소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요소들은, 하나의 으로 구성된 ‘자율 ’, 

명백한 시공간의 범주없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이상의 모

티 가 교차되는 ‘병행  통합체’, 실  순서에 따라 

개되는 간략한 신(scene)인 ‘ 호 통합체’, 공간의 동

시성을 표출하는 연속 인 ‘묘사  통합체’, 시공간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신, 상징 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삽화 시 스’, 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삭제하면서 제

시하는 ‘일반 시 스’ 등을 일컫는다. 

반면 메츠의 계열체  분석 방법은 체 인 화의 

서사에 한 연 기  분석인 통합체  분석방법과는 

달리, 각 씬에서 나타나는 기표와 기의를 통해 그 안에 

담겨진 이데올로기 인 의미를 찾는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분되고, 기표는 형태로 확

되며 기의는 이데올로기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의

미의 확장은 단계별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

표 자체가 의미하는 외시의미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

호가 사회  기표로서 사회 인 의미로 이되는 함축

의미이다. 이러한 기호의 계열체 분석을 통해 통합체 

분석보다 좀 더 세부 으로 각각의 상이미지가 말하

고자하는 이데올로기 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화에서 표 된 부성성에 한 통합체  분석으로 

체 인 화의 서사구조와 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

제를 악하고 계열체  분석으로 화 속 아버지 캐릭

터가 등장하는 장면의 이데올로기  의미가 갖는 부성

성의 기호학  의미를 알아보도록 한다.

IV. 사례분석

1. 영화‘플라이 대디’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캐릭

터의 부성성

2006년에 한국에서 개 한 ‘ 라이 디’는 년도에 

일본에서 개 한 ‘ 라이 디 라이’라는 화의 리메

이크 작품이다. 일본 화 ‘ 라이 디 라이’는 재일

교포 작가인 가네시로 가즈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화인데, 한 남학생에게 심하게 구타당

한 딸아이에 한 복수를 하기 해 노력하는 아버지에 

한 이야기다. 일본에서 처음 개 한 화지만 원작소

설의 작가가 재일교포라는 과 한국의 리메이크 화 

‘ 라이 디’에서 표 된 한국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한국 아버지의 고된 삶을 잘 표 해 다는 

에 있어서 화에서 나타난 한국의 부성성을 볼 수 

있다.

1.1‘플라이 대디’의 통합체 분석

화의 체 인 서사구조를 이해하기 해 메츠의 

통합체 분석을 이용하여 단락별 요약을 한 단락별 분석

이다. 

표 1.‘플라이 대디’의 통합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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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죄책감이다. 훈련의 막바지가 되자, 가필은 예전의 소
심하고 나약한 아버지가 아닌, 강하고 당당한, 딸을 보호하기
에 충분한 모습을 보인다. 태욱과의 결투가 있기 전날, 아내와 
딸은 가필을 응원하고 가족을 대신해서 태욱을 이기고 오기를 
기원한다.

셋째
단락

태욱과의 복싱시합 날, 학교에서 열린 복싱대회는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서 치뤄진다. 전교생은 가필의 승리를 기원한다. 
이 순간만큼은 가필은 전교생의 아버지로서 적을 물리치는 강
한 영웅이 된다. 하지만 태욱을 이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질 것만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딸의 어릴 적 환영이 떠오
른다. 아빠를 부르며 울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은 부성성에 대
한 갈망으로 묘사된다. 가필은 다시 일어서서 태욱을 쓰러뜨
린다. 예전에 잃어버린 ‘짱가’라는 별명으로 전교생들에게 
불리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학교를 나선다.  

넷째
단락

시합에서 이긴 가필은 병원으로 달려가 태욱을 쓰러뜨린 손으
로 딸을 안아준다. 딸과 아내는 적을 물리치고 돌아온 아버지
를 환영하며 가족 내에는 다시 평화가 감돈다. 구타 이후 무서
워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딸아이는 밝은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선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아버
지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라이 디’는 가족을 지켜  수 있는 ‘강한 아버지

상’을 직 으로 갈망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 구타당한 

딸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한 자책감, 구타를 당한 후 

아빠를 부르면서 우는 딸의 모습, 딸을 해 고된 훈련

을 시작한 아버지, 기의 순간에도 견뎌서 결국엔 상

편을 쓰러뜨리고 만 아버지 등, 이 화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은 웅 인 아버지로서의 ‘드러나는 강함’

에 이 맞추어져 있다. 

장가필이라는 인물은 한국의 산업화 시 에 존하

는 아버지들의 표 인 캐릭터로, 보다 축된 권

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 의 가장들을 표한다. 

화에서 장가필은 가족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통

인 아버지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다고 가족

들과 친 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다친 딸에게 로의 

말을 건네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아버지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가필에게는 가장의 의무는 주어지되, 가장으로

서의 권력은 없다. 딸을 해 고등학생인 승석에게 존

댓말을 하며 싸움 트 이닝을 하고, 자신에게 호통을 

쳤다는 이유로 병실 면회를 거부하는 딸에게 말 한마디 

꾸 못하는 가필의 모습은 권력이 상실되어 가족원들

과 동등한 치에 있고 심지어 그들을 해 희생하는 

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다.     

1.2‘플라이 대디’의 계열체 분석

‘ 라이 디’에서 아버지 캐릭터 가필의 부성성이 드

러나는 장면에 한 상이미지 분석으로 장가필이라

는 캐릭터와 그의 부성성이 화 속에서 어떻게 표 되

며 어떠한 기호학 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2.1 구타당한 딸을 보고도 무력한 아버지

그림 1. 무력한 아버지

화의 반부에는 구타당한 딸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장가필이 딸을 때린 학생인 태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태

욱은 자신에게 덤비려는 가필에게 주먹을 내 고 가필

은 깜짝 놀라서 을 감아버린다. 이는 아버지로서 가

족을 보호해야 하지만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에 범해

지지 못하는 가필의 모습이다.

표 2. 무력한 아버지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다친 딸을 
보는 가필

눈을 크게 뜸 상처 입은 딸에 대한 충격  

말을 못함 분노를 참음, 감정의 절제

사과를 요
구하는 가
필

작은 목소리 강한 상대에 대한 소심함

움츠러든 어깨 나약함

놀라서 눈을 감음 싸움에 대한 공포, 나약함 

1.2.2 소외된 아버지

그림 2. 소외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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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은 딸에게 면회를 거부당한 후,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숨어서 딸을 지켜본다. 병원입구에 몰래 

숨어서 산책하는 딸을 지켜보고 문틈으로 몰래 딸의 자

는 모습을 들여다본다. 이 장면은 의 아버지가 가

족 내에서 처럼 가족에게 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자녀와 아내에게 권력과 

복종보다는 사랑과 배려를 요시하고 축된 가장으

로서의 권 로 인해 가족원들에게 거부를 당했을 때에

는 상처받고 홀로 소외되며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

을 보인다.   

표 3. 소외된 아버지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면회를 거부
당한 가필

굳어진 얼굴 면회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당혹감

손을 놓는 
문고리

상처받음, 실망, 
풀이 죽음

숨어서 딸을
지켜보는 
가필

도망감 소심함, 당당하지 못함

몰래 지켜봄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딸에 
대한 관심

  

1.2.3 한국의 샐러리맨 아버지들

그림 3. 샐러리맨 아버지들

이 장면은 한국의 샐러리맨 아버지의 형 인 모습

이 표 되는 장면이다. 가필이 퇴근 후 향하는 버스정

류장에는 이미 비슷비슷한 양복을 입은 가장들이 서

있다. 버스에 올라서 가는 길 내내 그들은 지친 모습으

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창가에 기 어 자거나, 혼

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다. 가족을 해 일하고 지친 몸

으로 퇴근하는 가장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이다. 배

경음악으로 나오는 ‘ 라보 마이 라이 ’라는 노래도 지

친 가장들에게 힘을 다는 듯한 가사로 아버지의 퇴근 

장면과 하게 어울린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커다란 

피로회복제 옥외 고에는 역시 피곤에 지친 아버지의 

동상이 기 어 있는데, 한국의 산업화된 사회 속에 일

에 든 가장의 모습을 반 해주는 고이다.  

표 4. 샐러리맨 아버지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버스에 오른 가필과 
샐러리맨 아버지들

정류장에 줄서있
는 모습

지친 하루일과를 
끝내고 돌아감

말없이 창밖을 보
는 아버지들

피로함, 나름의 
사색에 잠김

피로회복제 옥외광
고

피로회복제 병 과로한 아버지들을
위한 광고

병에 기댄 
아버지 동상

현대의 샐러리맨 
아버지의 모습

1.2.4 딸에 한 부성성

그림 4. 딸에 대한 부성성

가필은 딸을 구타한 남학생 태욱과 승부를 하기로 한 

날 밤에 혼자 비디오에 녹화해둔 딸의 어릴  모습

을 감상한다. 이것은 딸은 이미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가필의 마음속에는 딸은 여 히 작

고 연약한 어릴 때의 모습 그 로라는 것을 말해 다. 

그 게 작고 연약한 딸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필에게 있어서 내일 열릴 시합에 한 정당성이 더해

진다. 

시합 날, 태욱의 주먹에 맞고 쓰러진 가필의 머릿속 

상에 다시 어린 딸의 환 이 떠오른다. 이번에는 

아빠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이것은 부성애를 자극하

며 아이에 한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가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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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힘을 얻어 딸의 복수를 끝내기 해 일어선다.

표 5. 딸에 대한 부성성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비디오로 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가필

TV에 나오는 
딸의 모습

딸에 대한 추억을 되새
김, 보호본능

미소 짓는 가필
딸을 사랑하는 
마음

쓰러졌을 때 
떠오른 “아빠”를 
부르는 딸의 
환영

쓰러진 가필 실패, 승부에서 짐 

아빠를 부르며 
우는 어린 딸

딸에 대한 
보호본능

일어선 가필
딸에 대한 
부성성으로 극복

1.2.5 웅 인 아버지가 된 가필

그림 5. 영웅적인 아버지가 된 가필

시합 날, 복싱 링 에 올라간 가필은 교생으로부

터 응원을 받는다. 이 순간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

지는 가필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상 를 제압하고 이겨

주길 바란다. 고군분투 끝에 태욱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가필은 만세를 부르고 교생은 커다란 환호로 답해

다. 잃어버린 별명이었던 ‘짱가’로 학생들의 환호를 받

는 장면은 평범한 아버지 던 가필이 웅 인 아버지

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가필은 시합을 끝낸 후, 병원으로 달려가 태욱을 쓰

러뜨린 손으로 딸을 안아 다. 과는 달리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딸에게 다가선다. 딸은 그러한 아버지

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신을 해서 을 물리쳐  

것에 해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 태욱에게 맞은 그 날 

이후, 밖에 나가기를 주 했던 딸은 어느새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어머니와 함께 햇살을 받으며 병원을 나선

다. 이것은 이 없는 세상에 한 안도이며 아버지에 

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표 6. 영웅이 된 가필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링 위의 
가필

학생들의 환호
영웅적 이미지, 아버지의 승
리를 향한 염원

만세를 부르는 가필
딸의 복수를 완료, 
당당한 가장이 됨

가족과 
재회한 
가필

딸과의 상봉
당당함, 가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함

울고 있는 딸
아버지에 대한 감동과 
존경

함께 병원을 
나서는 가족

상처의 치유, 
아버지의 든든함

2. 영화‘우아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캐릭

터의 부성성

2.1‘우아한 세계’의 통합체 분석

표 7.‘우아한 세계’의 통합체 분석

첫째
단락

조직폭력배 일을 하고 있는 인구는 하고 있는 일과는 달리 가
족에게는 꼼짝 못하는 공처가로 묘사된다. 폭력적이고 범법적
인 직업을 갖고 있는 탓에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음에도 불
구하고 인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한 조직폭력배 일을 
계속 한다. 한편 인구에게는 노상무라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
는 회장님의 남동생으로 항상 형의 사랑을 받는 인구를 못마
땅해 한다.

둘째
단락 

인구는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서 몰래 건네준 룸살롱 쿠폰으
로 가족 내에서 소외된다. 그 와중에 노조와 싸움을 벌이다가 
입원을 하여 아내의 원성을 듣고 딸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
다가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문장을 발견하고 딸과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그동안 봐뒀던 넓고 
좋은 집을 계약한다. 이후 싸움을 하다가 CCTV에 찍힌 영상
이 뉴스로 나가게 되고 아내와 딸은 범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아버지를 견딜 수 없어하며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간다. 인구는 
완전히 혼자 집에 남게 된다.  

셋째
단락

노상무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노상무를 죽게 만든다. 
이후 노상무의 형인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인구를 죽이
려고 하자, 그동안 충성했던 회장까지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된다. 회장을 그대로 두면 자신과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살인을 한 인구는 감옥에 가게 되고 정
당방위인 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형을 감형 받는다. 하
지만 인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만두려던 조직폭력배의 일을 다시 시작하
기로 마음을 먹는다. 

넷째
단락

석방된 후 인구는 새로 구입한 커다란 집에서 파티를 연다. 행
복한 생활의 시작인줄 알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희순
이 유학차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아내와 희순은 떠나고 인구
는 홀로 한국에 남아 돈을 부쳐주는 기러기 아빠가 된다. 가족
과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원하는 것이었기에 
아버지로서 희생을 한 것이다. 1년 후 미국에서 보내온 비디
오 테이프에 들어있는 행복해 보이는 영상을 보면서 인구는 
홀로 라면을 먹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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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우아한 세계’의 계열체 분석

화 ‘우아한 세계’의 계열체 분석에서는 화 속 생

계 부양형 가장의 고된 삶과 그들의 부성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이미지를 심으로 기호학 인 분석을 

하도록 한다.  

2.2.1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인구

  

그림 6.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인구

화의 첫 장면에서는 교차로에 신호를 기하면서 

졸고 있는 아버지 인구가 나온다. 신호등이 란 불로 

바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졸고 있는 인구의 모습

은 그가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다. 

한 조직폭력배로 일하고 있는 인구는 가족을 아끼고 아

내와 딸의 말에 꼼짝 못하는 것과는 반 로 밖에서는 

야성 이고 폭력 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미국에서 

유학 인 아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을 해서 생계형 조

직폭력배 일을 하는 인구는 험을 무릅쓰고 가족을 

한 삶을 사는 것이다.    

표 8. 아버지 인구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조는 인구

거리를 메운 
차들

바쁜 세상, 
힘겨운 하루 

졸고 있는 인구 힘든 일상, 피곤함

조직폭력배 
일을 하는 인구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인구

야성적, 범법적,
폭력성

2.2.2 딸에 한 부성성 

그림 7. 딸에 대한 부성성

인구는 딸이 좋아하는 고기만두를 사기 해 고기만

두집에서 30여분간을 기다려서 고기만두를 사오지만 

딸은 귀찮다는 듯이 거 하고 밖으로 놀러나간다. 자신

의 딸에 한 심이 일방 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는 여 히 딸과 가족을 아낀다. 딸이 나간 후에 집에

서 앨범 속의 딸사진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딸 희순은 인구의 지갑을 보다가 우연히 인구가 가지고 

다니는 가족사진들을 보게 된다. 희순은 그동안 자신이 

아빠에게 해왔던 모진 행동들을 떠올리며 물을 지으

며 인구에게 가졌던 증오를 풀게 된다. 

감옥에 간 인구는 아내와 함께 찾아온 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 이것은 통 인 부성상의 이미

지와 크게 반 되는 것으로, 권 인 아버지가 아닌, 

자식에게 꼼짝 못 하고 가족원들과 동등한 입장을 가진 

의 아버지를 말해 다. 한 딸의 괜찮냐는 안부에 

세 얼굴이 환해지는 인구의 모습은 딸에 한 무조건

인 사랑을 보여 다.  

표 9. 부성성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딸이 좋아하는 
고기만두를 
사온 인구

고기만두 사랑, 관심

거절하는 딸 무관심, 귀찮음

앨범을 보는 인구 딸의 사진 사랑, 보호본능

인구의 사진을 
보는 딸 희순

가족사진들 아버지의 가족애

눈물을 흘리는 희순
후회, 미안함, 
용서

감옥에 들어간 
인구

고개 숙인 모습
면목이 없음, 
미안함 

딸이 안부를 묻자 
밝은 표정

딸의 관심이 
기쁨,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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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그림 8.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인구의 조직폭력배 일을 못마땅해 하는 가족은 인구

가 집에서 경제 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인구를 소외시킨다. 딸 희순은 일기장에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을 남긴다. 이것은 가

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 가 상실되었음을 말해 다. 아

내 역시 인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구를 침실 

밖으로 내쫓는다. 이후 CCTV에 힌 인구의 칼부림 

장면이 뉴스에 방송되자 이것을 본 아내와 희순은 친정

집으로 가버린다. 침실에서 쫓겨난 인구와 아내와 딸 

없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모습은 받아주는 곳 

없이 홀로 동떨어져 소외된 생활을 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 다.    

표 10. 소외된 인구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
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딸의 일기를 
읽게된 인구

아빠가 칼맞고 죽었으
면 좋겠다 라는 말이 
적힌 
일기장

아버지에 대한 
증오, 한심함

칼을 희순에게 
건네는 인구

딸에게 거부당한 
것에 대한 상처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희순

아버지를 믿지 못함, 
무서움, 증오

방에서 내쫓
기는 인구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가는 인구

외로움, 소외감

혼자 생활하
는 인구

홀로 아침에 일어
나서 빨래를 함

가족이 없는 것에 대
한 쓸쓸함

 

2.2.4 가족에 한 그리움 

그림 9.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을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경제 인 지원을 

해 한국에 남아있는 인구는 가족이 보낸 행복한 일상

이 담긴 비디오 테이 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린다. 텔

비 에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만질 수도, 말

걸 수도 없는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책 속의 

인물들처럼 비춰진다. 인구는 먹던 라면을 내던지고 

물을 흘리는데 이것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자신의 신세에 한 한탄

이고 한 이 게 되어버린 상황에 한 분노이자 슬픔

이다. 여기에는 가족에 한 자조 섞인 원망도 배어있

다. 자신은 가족을 해 노력하는데 가족은 자신을 

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에 한 안타까움이다. 

표 11. 가족을 그리워하는 인구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가족의 영상이 나
오는 비디오

웃는 모습 행복함, 평화로움

소리 지르며 
장난치는 모습

활달함, 여유로움

비디오를 
보는 인구

우는 인구
쓸쓸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바닥에 
내던져진 라면

신세한탄, 외로움, 
분노

  

3. 영화‘과속스캔들’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캐릭

터의 부성성

‘과속스캔들’은 가족에 한 필요성 없이 혼자 풍족하

게 살아온 독신남에게 갑자기 딸과 손자가 생기면서 처

음에는 부성성을 거부하다가 나 에는 차 아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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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락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30대 후반의 왕년의 스타 남현수

는 현재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모든 게 갖추어진 집안에 풍족

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혼자서 사는 삶에 만족하고 부

족함 없이 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없다.  그러던 현

수 앞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온 황정남이라는 여자가 그녀의 

아들과 함께 나타난다. 정남은 현수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

하고 함께 온 황기동이라는 아이는 손자라고 한다. 현수는 갑

작스레 생긴 딸과 손자를 거부하지만 유전자 감식결과 실제로 

친자식임이 밝혀진다. 오랫동안 혼자 독신생활을 해온 그는 혼

자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남과 기동의 존

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둘째

단락 

정남과 기동과 함께 지내는 날이 계속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들과 함께 하는 것에 동화되어 간다. 그동안 자신에게는 개방

적이고 성적으로도 자유분방했지만 정남에게는 보수적이고 성

적으로도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정남과 기동이 

남에게 뒤쳐져 보이지 않도록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는 등 아버

지로서의 부성적인 면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 정남과 기동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

카들이라고만 말할 뿐, 아직 공식적으로 딸과 손자라고 밝히지 

않는다.  

셋째

단락

정남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정남과 현수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둘의 소문이 서서히 주변에 맴돈다. 현수는 

이것이 정남의 탓이라고 여겨 정남을 심하게 꾸짖고 자식으로

서 원한 적이 없다는 말까지 해버린다. 상처받은 정남은 기동

을 데리고 다음날 집을 나간다. 현수는 두 사람이 나가면 홀가

분해 질줄 알았는데 외롭고 전보다 더 쓸쓸한 기분을 느낀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어렵게 다시 정남을 만난 현수는 화해를 

하고 다시 정남의 아버지로 돌아간다. 하지만 방송 중에 기동

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생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동을 찾으

러 나간다. 이것은 현수가 자신의 부성성을 인정하고 정남과 

기동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장면이다. 

넷째

단락

기동을 되찾은 현수는 얼떨결에 기동의 아버지가 정남의 전남

자친구인 상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갑자기 생긴 사위에게 장

인어른으로서 따끔한 훈계를 한다. 여기서 한국 아버지들의 보

수적인 부성성을 볼 수 있다. 이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

정받은 가족인 정남, 기동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서의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 결국 행복한 가족을 이룬다

는 내용이다. 이 화에서 독신남 수는 딸과 손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성성을 

깨닫는다. 이기주의 이었던 의 모습과는 달리 그

들을 해 고가의 옷을 사주고 딸의 남자친구에 해 

엄격하게 다스리는 반면, 손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딸과 의기투합해 아이를 찾으러 나서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속스캔들’은 자신밖에 모르던 철없는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화다.   

3.1‘과속스캔들’의 통합체 분석

표 12.‘과속스캔들’의 통합체 분석

3.2‘과속스캔들’의 계열체 분석

3.2.1 독신남 수

그림 10. 독신남 현수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한 싱  남성인 수의 정돈된 

삶이 나오는 장면이다. 깨끗한 집안과 요일별로 정리된 

요리들이 그가 가족 없이 사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다. 한 수는 아이들

과 함께 는 CF촬 에서 촬  에는 아이들과 밝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지만 촬 이 끝나자 에 있던 아이

를 귀찮다는 듯이 어내고 혼자 유유히 걸어 나온다. 

이것은 그가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아버지로서의 부성

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 다.  

 

표 13. 독신남 현수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
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혼자 집에서 
아침을 맞는 
현수

정리된 집안 깔끔함, 결벽성, 편리함

요일별로 정돈된
음식들

계획적임, 부족함이 없음 

CF를 찍는 현수

웃는 얼굴 어색함, 가식적임

아이를 내던지는
현수

부성성에 대한 
거부감 

3.2.2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수

그림 11.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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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면들은 딸과 손자인 정남과 기동이 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수는 그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편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화의 반에는 그러한 

부성성의 거부가 강하게 나타났다. 손자인 기동이가 

수를 안으려고 뛰어오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수의 

모습과 정남과 기동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자신을 삼 이라고 하라고 세뇌교육을 시키

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수의 부성성은 정남과 기동

과 함께 지내는 나날이 늘어나면서 차 생겨나게 되는

데, 아직 완 히 그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에서 

정남으로 인해 곤란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자, 다시 

아버지로서의 부성성을 거부하며 강하게 딸을 어낸

다. 이것은 아직 완 히 아버지로서의 부성성을 갖추지 

못한 수의 이기주의 인 모습을 나타낸다. 

표 14.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현수의 기표와 기의의 함

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도망가는 현수 

현수를 따라오는 
기동이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도망가는 현수
부성성에 대한 
거부감, 어색함

정남과 다투는 
현수

고함 치는 현수

자식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음,
책임감에 대한 
반발, 반항

울음을 
터뜨리는 정남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것에 대한 상처

3.2.3 부성애를 느끼는 수

그림 12. 부성애를 느끼는 현수

정남과 기동과 함께 지내는 날이 늘어가면서 수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삶에 응해간다. 처음에는 

귀찮고 걸리 거린다고 생각했던 딸과 손자이지만 이

제는 함께 청소도 하고 아침식사도 한다. 주변 사람들

이 정남과 기동의 옷차림에 해 흉을 보는 것에 해 

못 참아하며 정남과 기동을 데리고 백화 에 가서 고가

의 옷을 사 다. 그리고 그들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

가 의를 갖추게 되자, 흐뭇한 미소를 보인다. 이것은 

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의 부성성이 갖추어지는 과정이다.

표 15. 부성애를 느끼는 현수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정남, 기동과 
함께 지내는 현수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청소를 함

함께 지내는 생활에 
적응이 됨

정남과 기동과 
백화점에 간 현수 

정남, 기동에게 고가
의 옷을 선물함

부성성을 느낌, 
자식과 손자에 대한 
보호본능

2.3.4 자신에게는 개방 이지만 자식에게는 보수 인 

수

  

그림 13. 자신에게는 개방적, 자식에게는 보수적인 현수

화에서 수는 모순 인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한

다. 자신에게는 개방 이고 하면서 딸인 정남에게

는 보수 인 성향을 강요한다. 군가가 정남에게 성

인 발언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혹시 정남이 남자친

구를 만나러 다니는 것은 아닌지 노심 사해한다. 그리

고 정남의 남자친구를 첫 면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그

에게 주먹질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가부장 인 부성성

이 자식에 한 보호본능으로, 비록 갑자기 나타난 딸

이지만 딸을 지켜줘야 한다는 수의 아버지로서의 부

성성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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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자신에게는 개방적, 자식에게는 보수적인 현수의 기

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현수

현수를 안고 목을 만지
는 여자친구

성적으로 개방적임

정남의 남자친구
를 대하는
현수

정남에게 남자 만났냐
고 묻는 현수

보수적인 아버지 

정남의 남자친구를 때
리는 현수

보수적임, 질투,
딸에 대한 보호

2.3.5 행복한 아버지가 된 수

그림 14. 행복한 아버지가 된 현수  

  

수는 정남과 기동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세 사람은 

행복한 가족이 된다. 에는 수 혼자 독차지하고 

앉아 있던 소 에 이제는 세 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 장

면은 한 가족이 되어 화합의 분 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손자 기동이의 유치원 학 회날 크리스

마스 산타 복장을 맞춰 입고 함께 노래를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세 식구의 모습은 환한 웃음을 띠고 밝은 음

악을 연주한다는 것에서 앞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는 것을 암시한다.  

표 17. 행복한 아버지가 된 현수의 기표와 기의의 함축의미

캐릭터의 의미화 1차 단계
캐릭터의 의미화 2차 
단계

기표 외시의미 함축의미

함께 TV를 보는
현수의 가족

나란히 앉아 있음
한 가족, 안정된 분위
기

현수가 나온 TV광고
를 봄

아버지에 대한 관심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 
현수네 가족

다함께 웃는 얼굴
한 가족을 이룬 것에 
대한 행복함, 

신나는 음악
행복한 삶이 될 것이
라는 것을 암시

4. 분석 결과

앞에서 제기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아버지의 부성성은 한국 통의 가부장 인 모

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럼 가족 내에서 아

버지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가부장

인 아버지에 한 문화  사고의 잔재로 인해 아버지는 

소외되고 가족을 해 헌신하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

린다. 

한국 화에서 표 된 아버지 캐릭터의 특징과 부성

성은 ‘ 라이 디’와 ‘우아한 세계’에서 등장하는 소외

지만 한국의 가부장 인 문화를 바탕으로 가족의 생

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아버지의 모습과, ‘과속

스캔들’에서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남성이지만 

자신의 자식에게는 보수 인 모습을 보이는 가부장

인 아버지의 모습을 띤다. 

한국 화에서 나타나는 부성성에 한 기호학  의

미는 각각의 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는 보수 이고 가부장 인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

는 것이다. 무뚝뚝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해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은 한국 화

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들의 부성성이다.    

    

V. 결론 

의 사례분석을 토 로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

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버지의 부성성은 서구 아버지의 부성성

과는 다르다. 서구  부성성은 고 국가에서부터 로마

시 를 거쳐 스탈린, 나치 시 를 겪으면서 사회 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이상 인 부성상의 표본으

로 삼는 것에 반해, 한국의 아버지는 역시 사회 으로 

인정받는 아버지를 이상 으로 꼽으면서도 가족 내에

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아버지로서 존경받기 보다는 자

식을 해 헌신하기를 원한다. 한 한국 통의 가부

장  문화로 인해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머니보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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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비추어져 가부장 인 가장으로

서의 아버지는 소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산업화 

시 에 남녀평등사상이 확 되고 가족 간의 우애를 

요시여기면서 아버지로서의 권력이 보다 축소되었

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화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캐릭터의 특징

은 한국의 가부장 인 문화가 반 되어 가장으로서 가

족을 해 일하면서도 가족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아한 세계’와 ‘ 라이 디’에서 등

장하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는 가족 부양을 해 힘쓰

지만 가족 내에서 권력을 발휘하지는 못 한다. 같은 부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자식과의 소

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과속스캔들’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의 가부장  문화에 반항하여 아

버지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

만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성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 화 속의 아버지 캐릭터는 한국의 

통 문화를 바탕으로 화마다 각기 다른 색깔을 띠지만 

기본 으로 같은 가부장 인 아버지로서의 인식을 갖

고 있다.     

셋째, 한국 화에서 표 되는 부성성은 자식을 해 

짐을 짊어지고 자식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

여 다. 가장으로서 권 는 거의 사라졌지만 가부장

인 문화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화 속

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다정함으로 하는 신, 경제

인 지원을 책임진다던가, 아이를 상처 입힌 상에게 

복수를 해주는 것으로 부성성을 표 한다. 이것은 서구

의 아버지처럼 사회 으로는 강하고 가족 내에서는 다

정한 아버지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 으로도, 가족 내에

서도 가부장으로서 격식을 차리는 한국 아버지의 모습

에 한 반 이다.  

넷째, 그 다면 한국 화에 표 된 부성성에 한 

기호학  의미는 무엇인가? 사례분석에서 나온 세 

화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친 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가

부장으로서의 책임만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

한 가장으로서의 경제 인 지원과 보호 속에는 가족에 

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 라이 디’에서 태욱과 

복싱승부를 하기 날 밤 홀로 텔 비  앞에 앉아서 

비디오에 녹화된 어린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가

필과 ‘우아한 세계’에서 딸과 아내로부터 소외를 당해도 

항상 지갑 안에 딸의 어릴  사진을 넣고 다니는 아버

지 인구는 자식에게 헌신하는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다. ‘과속스캔들’에서 딸과 손자가 집을 나간 후 

테이 에 녹음된 딸의 기타소리를 들으며 웃음 짓는 

수의 모습도 이러한 아버지의 부성성에 해당된다. 이처

럼 부성성은 화 속 아버지 캐릭터가 소외되고 냉 받

아도 자식에 한 그리움이 표 되는 와 같은 장면에

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한국 화 속에 표 된 아버지는 한국 문

화 특유의 가부장 인 사고방식을 반 하여 가족을 

해 희생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한국 통의 남성 심의 

문화 때문에 화 속의 아버지 캐릭터는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쓸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해 고

되고 험난한 삶을 견뎌야 한다. 이것은 소외된 아버지

라는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한국의 통 인 사고방식

의 잔재로 인해 사회 으로 당연시 여겨지는 상이다. 

이런 모순된 가부장성에 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사회 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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