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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한국 화 <수상한 그녀>와 이 화의 국  <20세여 다시 한 번>의 내용을 비교·분석하

다. 양국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두 화는 인물 설정, 개 등 반 인 서사구조는 동일하지만, 두 사회

의 상이한 사회  조건으로 인하여 차이 도 다수 노출하고 있다. 를 들면, 여성을 모성애를 심으로 

수동 으로 묘사하고, 남성은 가부장  지 를 고수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종이라는 근  신

분 격차가 암묵 으로 존속하고 것으로 <수상한 그녀>는 그리고 있다. 반면, 국  <20세여 다시 한 번>

은 여성을 좀 더 개인 으로, 남성은 가정에서 평등한 존재로 묘사한다. 국가는 사회 신분 격차를 망각할 

수 있게 하여 남성성 복원의 주도자가 된다. 두 화가 보여주는 차이의 근원에는 국이 20세기 들어 꾸

히 유교 철폐, 양성평등 등의 노력을 한 반면, 한국은 자본주의 하에서 가정/사회, 여성/남성의 차별  노동 

논리를 근  가치 과 타 , 온존시킨 역사 ·사회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본 논문은 발견하 다.

■ 중심어 :∣수상한 그녀∣20세여 다시 한번∣중국판∣콘텐츠 비교∣문화 간 차이∣
Abstract

This article compares the content of a Korean movie, Miss Granny, and its Chinese adaptation, 

20 Years-old Again. Popular in both countries, two movies are based on a same synopsis with 

similar characters and plots. With similarities, they also display differences originating from 

distinct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each society. Firstly, Miss Granny displays 

women in Korea closer to mother figures than any other social roles, while 20 Years-old Again 

does more individualized and sexually active female images. Secondly, the former shows Korean 

men as the heads of houses in the Confucius tradition, but the latter does Chinese men more 

demoted and democratized. Thirdly, the former depicts the Confucius social caste system still 

surviving against oblivion, as the latter does the system being able to be overcome by serving 

the country. As main reasons of these differences, this article takes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both societies have experienced from the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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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  합작 화 에서 <수상한 그녀>(이하 <수상

한>)와 이 화의 국  <20세여 다시 한 번>(이하 

<20세여>)이 한·  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치는 독

보 이다. <수상한>은 2014년 한국에서 개 하여 <겨

울왕국>을 르고 700백만 객을 동원하는 성공하

고, <20세여>는 2015년에 개 , 4일 만에 1억 객을 

동원하 다. 그 후, <20세여>는 국 역  한·  합작 

화 에서 가장 큰 상업  성공을 거두어  흥행 

수익 3억 6천만 안(약 650억 원)을 기록했다[1]. 국 

개방 후, 꾸 히 한·  합작이 시도되었지만, 흥행에 성

공한 작품이 소수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20세여>의 흥

행은 한국 화의 지화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2]. 게다가 CJ E&M이 모두 제작에 참여한 두 화는 

극본 하나로 두 개의 버 을 제작(一剧两拍)하는 지

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 

화의 거리를 요약하면, 고부 간의 갈등으로 가족

으로부터 멀어진 할머니는 우연히 20 의 모습으로 돌아

간다. 어진 할머니(할머니: 오말순/맹리 , 20 : 오두

리/리쥔)는 타고난 가창 실력으로 손자가 이끄는 밴드의 

리드싱어가 되고 손자와 피디/음악감독에게서 동시에 구

애를 받는다. 어진 모습에 만족하고 밴드도 성공을 하

지만, 손자의 교통사고는 할머니에게 음과 가족사랑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할머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

아오고 그 후, 가족은 할머니의 소 함을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한다는 결말을 맺는다. 이 거리를 기반으

로 한국 과 국 은 자국에 맞게 각색·제작되었다[2].

문화 간 교류에서 발생하는 문화 할인(cultural discount)

은 지 수용자의 타 문화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콘텐츠 평가를 설명한다[3]. 문화 산업 개방 후, 자국 

콘텐츠가 부족했던 국의 화산업은 외국 작품을 수

입하여 국 문화에 맞게 개작, 지화하는 형태로 문

화 할인에 응하 다. 해외 콘텐츠에 의해 높아진 

국인의 기  수  충족과 국 화 경쟁력 강화가 목

이었다. 하지만, 제작 문화의 차이와 여건 불일치 등

의 이유로 콘텐츠의 지화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20세여>의 흥행은 지화 과정에 노출되는 사

회·문화·역사  차이를 탐색할 수 있는 요한 사례가 

된다[2]. 두 화는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간 문화 차이로 인해 지화 과정에서 다른 서사 도구

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 차이를 탐색하기 해 본 논문은 공통

으로 유교문화를 심에 두고 차이를 보이는 가정 내 성 

역할과 신분의 문제에 분석의 을 맞추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한·중 유교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상한>과 <20세여>는 고부 갈등과 세  갈등, 가

족 내 불화 등을 공통 소재로 삼고 있다. 갈등 해결책으

로는 노인 존 과 효(孝), 사랑, 희생 등의 가치가 제시

된다. 한·  문화의 공통기반인 유교  가치 이 두 

화에 명확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국 사회는 통 으로 유교 사상의 향을 

받아 가부장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유교  가부장제

는 지배· 심  존재로 남성을 제시하는 남성 주의 

사회질서를 규정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남녀지

별(男女之別), 일부종사(一夫從事), 삼종지도(三從之道) 

등의 유교 윤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을 종속 인 존

재로 치시켰다[4].

에 이르러 한국의 유교 사상은 근 화 과정에서 

걸림돌로 간주되어 제도 으로는 해체를 당하지만, 문

화 으로는 호환성을 가지고 존속되었다[4]. 확장된 형

태로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주의가 그 이다[5]. 이와 

달리 국의 경우 20세기 들어 유교는 건 시 의 유

물로 간주, 타 의 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 문화 명

시기 ‘비림비공(批林批孔)’ 운동은 명의 타도 상이

었던 린뱌오(林彪)와 함께 공자를 청산의 상으로 공

식화하 다. 개방 까지 계속된 국 사회의 유교문화 

청산은 외형 인 사상 비 과 함께 일상생활 내에 존재

하던 유교  규범도 제거하 다. 결과 으로 한·  두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를 공유했지만, 사에 의

해 유교 문화 농도의 차이는 뚜렷하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2274

2. 중국 영화의 여성 의식

국의 페미니즘은 근 화와 서구화의 과정에서 두 

번의 큰 변화기를 겪는다. 그 시작은 20세기  ‘5.4 운

동’을 계기로 시작된 건 질서로부터의 여성해방 운동

이다[6]. 반 건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국 여성은 교

육평등과 사회참여 권리를 찾으려 하 다. 두 번째 단

계는 공산당 집권 후 국가 정책으로 진행된 여성해방이

다. 마오쩌뚱은 축첩을 지한 혼인법, 인구정책, 여성

의 사회 참여를 추동한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양성 평등

을 구체화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하늘의 반을 

차지한다는 뜻의 “반변천(半边天)”이라는 이 시 의 개

념은 양성 평등의식을 변해 다[7]. 

이런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 화는 

남존여비와 같은 통 인 가치 의 향 아래, 남성 

주의 가치 에 주로 바탕을 두었다[7][8]. 80년  이

 국 화에서는 여성 인식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

다. 여성감독의 화도 이 시기에는 남성 심 사상의 

향을 받아 통 인 순종 이고 일부종사하는 여성

상을 화에 반 하 다[8]. 남자주인공은 힘의 근원이

고 권력의 상징인 신, 여성은 사랑과 연민의 상으

로 재 되었다. 그러나 80년  이 후 국 페미니즘 

화는 문화 개방과 함께 서구 페미니즘의 향을 받아 

이런 제한성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정서와 욕망

을 여성 시 에서 표 하기 시작했다[8]. 통 인 남성 

주 가치 을 벗어나는 국 사회와 여성의 주체성을 

반 하는 페미니즘 화의 등장이 <20세여>의 여성

과 하게 계를 가지고 있다.

3. 중국 문화 산업과 정부 통제

국 정부가 문화를 국가와 분리, 이에 시장 근을 

허용한 것은 2000년 부터이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은 

여 히 시되어, 2011년 국공산당 17  앙 원회 

제6차 체회의는 사회주의 문화 발 과 번 이 문화산

업 개 의 주 목 이라고 결정선언을 통해 발표하 다. 

문화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문화 생산을 통제하여 

미디어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한다는 기존의 방침

을 유지한 것이다[9]. 문화산업의 개방·발 과 함께 정부 

통제 유지가 문화정책의 기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20세여>가 제작·개 된 제12차 5개년 계획(2011

년~2015년) 기간에도 같은 맥락의 정책이 지속되었다. 

문화산업을 국민 경제주력산업으로 하며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와 함께, 국 정부의 리·감독이 

강화되었다. 그 로, 2013년에는 문화산업 분야를 분리 

통제하던 문화부와 총국, 신문출 총서를 신문출

총국으로 통합하여 통제 권한을 집 시켰다. 

한, 2016년 11월 7일에 열린 제12회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제24차 회의의 주요 안건은 < 화인민공화

국 화산업 추진법>이었다. 법안의 내용 에서 주목

할 것은 문화 안  유지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  선

을 화 창작의 목표에 둔 것이다. 구체 으로 추진법 

제36조는 국가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 을 선 하는 

화의 창작과 촬 을 극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그리

고 제19조와 제20조는 < 화방 허가증>이 없는 화

의 유통·상 은 지하 고, 내용 수정 시 재심사 의무

를 명시했다. 이와 같이 국 정부의 화산업 통제는 

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술한 국 정부의 통제를 감안하면, 본 연구의 

상인 <20세여>도 비록 만 출신 감독이 연출하 지만 

국정부의 통제에서 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20세

여>에 나타난 내용들은 국 사회·정부가 지지하는 가

치 을 재 하고 있으며, <수상한>에 나타나는 가치

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에서 두 화가 보여

주는 내용의 차이는 한·  사회문화의 차이 을 보여주

는 지 이 된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같은 롯을 가진 시나리오가 다른 문화에

서 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한다. 시나리오

가 지화되는 과정에서 지에 맞는 변용은 불가피하

다. 이 변용이 문화 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지 이라

는 에서 한·  화 버 의 텍스트 차이를 분석하

고, 앞서 살펴 본 사회·문화  요소와 연결시켜 이데올

로기 으로 해석하 다.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여러 사회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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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화에 나온 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화의 제작자나 수용자가 모두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인

정·공유하기 때문이다[10]. 자연스러움은 미디어 콘텐

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실생활에서 인식하기 힘들

게 하지만, 기호학  해석은 텍스트 속의 이데올로기를 

분리·분석할 수 있게 한다[11]. 본 연구는 두 화 텍스

트에 내재한 내러티 , 언어, 시각(배경 설정, 복식, 

형 아이콘과 일반인) 등의 기호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12][13]. 

앞서 살펴본, 한·  유교 문화, 페미니즘, 국 정부 

문화 정책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상

한>과 <20세여>를 비교분석,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려 한다. 

1. 모성애를 통해 표 하는 여성 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가부장제를 통한 남성 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3. 신분 격차에 한 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화가 유교  가족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에서 여성성과 남성

성, 신분 격차에 을 맞추었다. 유사한 스토리라인은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고 작지만 주요하다고 단되

는 차이 에 집 하 다. 그리고 그 차이 을 사회·정

치·문화 인 배경과 연 시켜 해석하려 하 다. 

IV. <수상한>과 <20세여>에 나타난 차이점

1. 여성의 모성 재현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자발 인 동시에 남녀지별(男

女之別)의 규범 아래 모성애를 강제 당한다[14]. 화 

텍스트에서 재 되는 모성애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재 된 여성상마다 차이를 보인다. 어떤 여성상이 

화에 재 되는가에 따라 그 자발성, 는 강제성의 

정도와 가부장제의 농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모성애

를 보는 시각은 사회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두 

화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노출한다.

두 화가 재 하는 할머니 캐릭터를 보면, 두 할머

니(오말순/맹리 )는 모두 부잣집의 딸로 태어나 결혼

을 한 후, 청상으로 아들을 어렵게 키운 강한 생활력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 차이 을 보면, <수상한>의 할머

니 오말순은 시종일  사투리와 과거체를 사용한다. 이 

화법은 도시 사람들과  사회, 청년 문화에 한 비

으로, 척박한 생활환경에 한 무기로, 혹은 유머 코드로 

다양하게 쓰인다.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오두리는 언제

나 재와 거리를 가지고 진지하지 못하다. 오말순의 의

상은 노인의상의 형이고, 오두리의 의상도 오드리 헵

번 룩의 복고·소녀  의상으로 과거 이다[15]. 반면, 표

어인 만다린을 쓰는 맹리 의 의상은 고 스러우면서 

여성 이다[그림 1]. 오말순에게는 어머니/할머니로서 

모성애  과거가 강요되고, 맹리 에게는 은 여성으로

서 개인  재가 강조된다. 

그림 1. <수상한 그녀>/<20세여>

모성애에 한 한·  간의 차이는 어진 주인공이 

피디/음악감독과 사랑하는 계로 발 될 때에도 나타

난다. 오두리와 피디는 서로 호감을 가지지만, 모성애  

성격이 짙고, 남녀로서의 사랑은 진지할 수가 없다. 오

두리가 피디의 집에서 하루 기숙을 하는 밤에 둘은 술

을 마시지만, 피디는 먼  취해 잠이 든다. 오두리는 혼

자 남아 “오매, 뭔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이 게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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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머니 투로 걱정하고 자장가를 불러 다. 그 

후 피디는 오두리에게서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의 냄

새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 고백을 한다. 오두리가 

어진 다음에도 사용하는 오말순 화법은 코미디 기재

로 재미를 가미하지만 오두리의 애정 계를 희화하는 

역할도 한다. 반면 리쥔과 음악 감독 사이는 <수상한>

보다 더 발 된 계이다. 은 리쥔은 음악감독에게 

“나를 좋아해요?”라고 당당하게 묻는다. 리쥔이 음악감

독 집에 유숙하는 것이 알려지자, 감독의 여직원은 질

투를 하고, 손자는 리쥔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직  표

한다. 의상이나 화법에서 할머니 맹리 의 정체는 완

히 제거되어 리쥔의 애정 계 안에서 여성성은 극

으로 발 된다. 이런 에서 <20세여>의 주인공은 

더 여성화되어 재 된다.

여성의 자아 인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상한>의 오말순/오두리는 자식을 해 자신의 삶

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통  어머니상을 보인다. 반면

에 <20세여>에서 맹리 /리쥔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여성화된 것으로 설정된다. 같은 스토리가 한국에서는 

가족을, 국에서는 로맨스 주로 지화된 것이다[2]. 

모성애 임 내에 머무는 오말순의 사랑은 가부장 담

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은 일부종사와 삼종지

도로 남편과 아들을 섬기는 것이 유교의 규범이다. 오

말순이 하는 사랑은 청상과부가 되어도 수 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았던 유교 윤리에 반되는 것이라 허락되

지 않고, 규범을 어기려는 순간마다 모성으로 소환된다. 

반면 <20세여>에서는 모성은 잠시 망각되고 복잡한 애

정 계가 두드러져 리쥔은 여성화된다. 그런 면에서 오

말순은 수동 이고, 맹리 은 더 개방 이다.

2. 남성 가장 지위의 재현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요한 치를 차

지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이 가장은 한 가정의 군주라 여겨지는  권력자

고, 이 지 는 장자(長子)에게 물림되었다. 이러한 가

부장  이데올로기는 유교사회 던 한·  양 사회 모두

에 뿌리 깊지만, 문헌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역사

 차이로 인해 화에서 다르게 재 된다. 

그림 2. <수상한 그녀>

우선 상에 나타나는 가장의 치를 보면 <수상한>

에서 가장은 항상 심 인 치를 차지한다. 청상이 

된 오말순은 삼종지도에 따라 아들을 섬겨야 할 상으

로 여긴다. 아들이 출근할 때 오말순은 며느리와 함께 

문 앞까지 배웅을 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며느리를 타

박한다. 거실에서 아들이 언제나 가운데에 있는 1인용 

소 에 앉고, 다른 가족들은 긴 소 에 같이 앉는다[그

림 2].

반면, <20세여> 화면 구도에서 남성의 자리는 확고

하지 않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리는 유동

이고 일정하지 않다. 아들이 출근할 때 배웅하는 모습

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손자가 집을 나설 때 보이는 

고부간의 갈등 장면은 소황제( 皇帝)란 말로 변되는 

국의 자녀 우선 문화를 엿볼 수 있다[16]. 

그림 3. <20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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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사모하는 할아버지와 이에 비 인 딸의 

행동에서도 남성상에 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할아버

지가 어진 할머니와 ‘수상한’ 계를 발 시키자, <수

상한>과 <20세여> 모두에서 할아버지의 딸들은 반

를 한다. 차이는 <수상한>에서는 불만을 표 하는 딸

을 할아버지가 일방 으로 훈계함으로써 가부장 권력

을 실 하는 반면, <20세여>에서는 더 강력하게 불평

하는 딸에게 할아버지가 보이는 항거는 미약하다. 할아

버지가 할머니와의 결혼 의사를 할머니 가족에게 일방

으로 통고할 때도, 오두리는 말없이 문 밖에서 짓

으로 항거를 하고 할아버지는 외면하는데 비해, 국

에서는 리쥔과 할아버지의 딸이 동시에 거칠게 할아버

지를 나무란다. 이런 남성 재 의 차이는 국에서는 

양성평등 사상이 정치·사회 으로 꾸 히 진행되어 온 

반면, 한국에서는 남성 주의 경제·사회  질서가 유지

되어 온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분 차이에 대한 이해로 본 사회관점 차이

유교 질서체제에서 신분의 귀천지차(貴賤之差)는 사

회질서 유지의 요한 축으로 직업과 결혼 등에 엄격히 

용되었다[4]. 국은 공산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한국은 자본주의를 사회·경제체제의 기본으로 삼게 되

면서 이런 신분 규범은 두 사회에서 농도를 달리한다. 

할머니 집의 종이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한다

는 신분 격차의 스토리를 두 화는 공통 으로 다루고 

있다. 차이는 <수상한>에서의 할아버지는 신분의 격차

로 인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20세여>의 할

아버지는 군 입 로 인해 결혼을 못했던 것으로 설정된

다. 그래서 “내가 군 에 가지 않았다면 우린 이미 같이 

있을 거야”라고 <20세기> 할아버지는 이야기하는 반

면, “내가 아가씨 짝으로 가당치 않다는 건가? 어릴 때 

종살이 좀 했다고 자네들(아들 부부)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라고 항변하면서 <수상한>의 할아버지는 신분 

격차의 그림자를 떨어내지 못한다.

<20세여> 할아버지의 군 생활은 실연의 계기가 되지

만, 동시에 남성성을 탈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다. 화

에서 할아버지가 클럽에서 한 청년과 시비가 붙자, 리

쥔은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켜 일등 공훈을 받은 군인이

라고 상 방 청년을 훈계한다[그림 4]. 청년은 별다른 

항 없이 수 을 하면서 자리를 뜨고 리쥔과 함께 주

변의 은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존경의 시선과 박수를 

보낸다. 군 복무는 신분과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할아버지를 남성화시킨다. 군 복무를 기

으로 주종 계는 해소되고, 할아버지는 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월한 존재가 된다. 

<수상한>의 할아버지에게 이런 신분 상승·망각의 기

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오말순/오

두리를 곧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주종 계를 기억

한다. 일방 인 할머니와의 결혼 선언은 신분 격차를 

극복할 계기일 수 있지만, 종살이로 인한 ‘무시’에 한 

자의식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를 표면화하는 것이 호칭

의 차이이다. <20세여>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맹리

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수상한>의 할아버지는 “아

가씨”라는 호칭을 고집한다. 신분  호칭으로 주종 계

를 재화하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랑에 극

일 수가 없다. 과거의 신분 격차는 <20세여>에서는 극

복되지만, <수상한>에서는 재형으로 진행 이다.

그림 4. <20세여>

V. 결론

한·  간 문화 교류는 최근 부침을 겪으면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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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끌고 있는 주요한 이슈이다. 때론 측할 수 없

는 양국 간의 교류를 이해하기 해서는 거시 인 

이 필요하다. 인 한 양국은 소통과 단 을 반복하면서

도 수천 년간 지속 으로 교류하면서 문화  공통 과 

차이 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를 들어, 유교 문화

는 양국이 오랫동안 함께 존 해 왔던 공통 인 문화 

유산이었으나 20세기 들어 국이 선택한 공산주의와 

한국이 선택한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 차이로 인해 

재에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공통 과 차이 에 한 

심도 있는 이해는 양 문화 간 교류의 출발 이다[2][17]. 

본 논문은 같은 콘텐츠에 한 양 문화 간의 서로 다른 

지화를 통해 이런 차이 을 탐구하 다. 공통된 스토

리를 심으로, 여성·남성·사회 이 보이는 차이를 면

히 검토하 다. 그리고 그 차이 을 양국의 역사·문

화·이데올로기와 연 시켜서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가장 먼  여성 의 차

이를 논할 수 있다. <20세여>에서 여성은 도시 이고 

세련되며 개인성이 강조된다. 애정 계에서도 보다 직

으로 사랑과 질투의 표 이 되어 여성화된다. 반면, 

<수상한>에서는 모성애 코드가 강세를 보인다. 오두리

가 꾸 히 사용하는 사투리와 과거체는 애정 계를 심

각하게 발 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오두리를 “엄마의 

냄새”로 모성화·과거화시켜 남녀 계로 인식하기 어렵

게 한다. 이런 여성성 재 의 차이는 두 문화가 경험한 

 역사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들

은 가정노동의 담자로서 가족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

을 수행한 반면, 국의 여성은 20세기 이 후 지속 으

로 추진된 양성평등 정책 하에서 상 으로 가족체제

에 자유롭고, 개인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남성 의 차이를 보면, <수상한>에서 남

성성은 도 을 받지만, 여 히 유교  가부장 지 를 

고수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버지나, 어진 할머니와의 계 때문에 

딸에게 구박을 받는 할아버지나 모두 곤경에 처하지만, 

딸에게 거침없이 훈계를 하며 거실에서 상석을 지키는 

아버지상이다. 반면 <20세여>에서 남성은 심에 치

해 있지도 않고, 훈계를 할 권 도 없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딸과 할머니에게 이 으로 비난을 받아 주  

드는 남성이다. 한국에서 가족주의가 지속 으로 확  

재생산되면서 남성의 자리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내에

서 주 소득원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를 미디어가 충실

히 재 해 왔다[5]. 반면, 국에서는 공산주의 질서 안

에서 유교  가족규범은 제거되었을 뿐 아니라, 1980년

부터 2013년까지 35년 간 시행된 ‘1가구 1자녀’ 정책으

로 인한 ‘소황제’ 상은 자녀를 가족의 심에 두어 가

장의 자리를 더 약화시켰다[16]. 정리하면, 한국 에서 

남성은 유교  가부장의 지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재 되는 반면 국 에서 남성은 상 으로 탈권

이고 불안정한 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사회  을 보면, 두 화는 공통 으

로 주종 간 신분 격차로 인한 갈등을 서사 기반으로 삼

고 있지만, 이를 재화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수

상한>에서 과거의 주종 계는 에 와서도 극복할 

수 없는 근본 인 요소이다. 할아버지는 종살이 과거로 

주  들어있어 할머니를 여 히 아가씨라고 부르며, 결

혼에 있어서도 당당하지 못하다. 신분 차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재형이다. 반면 <20세여>에서 

신분 격차는 사랑에 비해 부차 인 요소이다. 과거의 주

종 계는 사랑의 기반이지, 걸림돌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할머니 이름을 직  부르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평등한 

존재이다. 과거 할머니와 결혼을 못하게 된 이유는 신분 

격차가 아니라 군 복무 때문이고, 국가에 한 사는 할

아버지를 우월하게 만든다. <20세여>에서 신분 격차의 

그림자는 고 국가가 할아버지의 사회  치를 강고하

게 한다. <20세여>는 이런 에서 국가가 건 신분제의 

해결자라는 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재 한다. 

2000년  이 후, 국 공산당의 문화 산업에 한 통제의 

결과를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목이다.

정리하면, 같은 롯을 기반으로 하는 <수상한>과 

<20세여>는 등장인물이나 사건, 계 구성 등에서 기

본 요소를 공유하고 있으나, 지화 과정을 통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화는 여성 , 남성 , 사회 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 들은 두 사회

가 20세기 이 후 선택한 서로 다른 길의 반 이라 볼 수 

있다. 국의  역사에서 진행된 양성평등 정책과 

유교타 , 국가주의가 국 공산당의 문화산업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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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의 내용에 직 으로 투 된 반면, 한국은 근

화와 유교문화의 결합으로 인해 가부장  가치  등

이 상당수 온존되고 화에 녹아들었다[4]. 

국 개 개방 이 후, 두 사회 간의 교류는 다양한 국

면을 겪으면서 지속되고 있다. 교류의 기반이 상호간의 

이해라고 한다면, 이웃한 사회로서 공유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두 사회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수 이다. 본 논문은 같은 롯을 기반으로 제작된 

두 화를 분석하여 양 문화 간 공통 과 차이 을 찾

아보았다. 쉽지 않은 양 문화 간의 교류가 지속되고 깊

어지려면, 이런 비교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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