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는 글

1.1 연 경

문화콘텐츠가 후기 산업사회에서 사회 재화를 생성

하는 거 로덕트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략

스토리텔링 기법이 문화콘텐츠 수용(소비)자들에게

정서 감동을 수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삽입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심 지배논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변된다면 재의 시 은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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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10년 반을 넘어서며 문화콘텐츠기획과 제작과정에 있어 과거에 한 회상을 유도하는 발요소로서 ‘ 미니

상스’가 사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에 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복고, 회상, 연민, 기억 등이 비슷한 의미로

인식되어져왔다. 이에 하여 보다 세부 으로 콘텐츠 수용자의 심리를 악할 수 있는 근방식을 연구하기 해 ‘ 미니상

스’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자는 ‘ 미니상스’를 과거의 기억에 한 수용자의 경험과 욕망에 기반 한 재구성 과정의

표 으로 악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에 한 아쉬움에서 기인한 결핍성 갈망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 미니상스’는 콘텐츠별 주 소비 타겟 층의 성향과 그 성향이 형성된 시기와 공간 경험에 깊은 계를 갖고 있고 수용

자의 경험과 사색을 통한 의식 속에서 재구성되는 특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특성은 이야기의 내용보다 달방식의 첨단화에

만 집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편향된 콘텐츠 생산 형태에 하여 균형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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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in pre-production process of creative contents. In previous researches on this phenomenon, i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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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of the contents user in detail, the study about 'Reminiscence' was conducted. The researcher analyzed 

'Reminiscence' as a process of restructur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and desire of the person individual whic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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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fully can make a balance against the cutting edge content distribution technology biased production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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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롤 얀센(Rolf

Jensen)은 그의 서 「Dream Society: How the

Coming Shift from Information to Imagination」[1]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이성 심에서 감성

심으로 어들었음을 강조한다. 물질 측면에서 보는

양(量)에 한 심보다 감성 측면의 질(의미)에 한

심이 깊어져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는새로운 사회

(Dream Society)의 등장을 고한 것이다.

사회 속의 개인은 보다 더 복잡하고 자기만

의 개성이 뚜렷하며 확실한 라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스토리를 생산하며 이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한다. 각각의 스토리는 곧바로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이 과정에서 이야기(Story)는 담론(Discourse)이 되고 그

에 의해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스마트 테크놀로지 시 의 문화콘텐츠의 주된 소비자

층의 연령 가 속히 확 되어가고 있다. 소비자는 다

양한 형태로 콘텐츠의 생산과 변형 그리고 배포에 주도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심에는매개체로서의 개인

화된 디지털 기기(Personal Digital Device)와 랫폼 그

리고 생산과 소비, 이야기하는자와 듣는 자의 경계를 무

뜨린 사회 구조와 공간이 존재한다. 세상에 같은 것

의 존재를 거부하는 콘텐츠 소비 계층의 성향과 이를

통하는 스토리텔링의 제공은 다양한 형태의콘텐츠로 거

한 산업 군을 형성하는데 이바지 한다.

본 연구는 련 콘텐츠 사례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주도 으로 참여하며 강요된 일상성을 거부하고 그들만

의 독창 스타일로 콘텐츠의 심을개인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추 하는 방식을 따른다. 고나 드라마에서조

차도 수용자는 무언가 차별된 문화 소비를 갈망하며 기

억의 재구성을 통하여 극 으로 자신만의이야기 생산

에 참여한다,

2010년 문화콘텐츠 로덕션의 많은 이스에서

의 무의식 에 내재된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

(Fragment)과 조합을 이루는 스토리 구성이 사용된다.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기제로 사용되는 안 한 요소

하나는 ‘ 미니상스’이다. ‘ 미니상스’의 가장 강력한 힘

은 수용자가 과거의 특정 기간에 하여 무의식 이고

즉각 으로 반응하는데서 나타난다. 여기서 특정 기간이

라 함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감수성 깊은 시기, 를

들어 사춘기라던가 힘든 시련 는 기쁨 등의 삶의 기복

이 많은 시 이될 것이다. 해외에서의이와 유사한 사례

연구를 분석한 이창훈은 ‘ 랑스 고담화에 투 된

원한 아이’[2]에서 인간이 어린 시 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의 뿌리 즉 근원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실의 논리에 경직화된 삶에 다시 활력을 얻게 된

다는 의미로서의 ‘생동 미니상스’를 설명하고 있다.

복잡한 이해와 정서 계로 얽힌 사회에서

들은 지친 혼을 달래기 해 어떤 형태로든 타지

(Fantasy)를 소비하고 욕망(Desire 혹은 로망)을 가지

고 산다. 스마트 콘텐츠 시 라고 불리는 이 사회에서 아

직도 아날로그의 토에서 한쪽 발을 떼지 못하고 있을

많은 수의 기성세 와 랫폼, 개인화된 디지털 기기, 네

트워크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있는 다른 다수의

그룹을 포함한 세 들도 그들의 정서의 뿌리가 어느 지

이었는지에 한 의문보다 더 강한 방어기제로서 과거

속으로 숨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한

정이 우리 사회가 ‘ 미니상스’를 들여다보게 되는 사회

배경이 되고 있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2010년 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제작과 련된 스토리텔링의

략 수립에 있어 ‘연민(憐愍)’, ‘향수(鄕愁)’와 ‘복고(復

古)’ 기제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과 련된

의미와 활용에 하여 기 자료를 연구하고 공유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의 배포의 첨단화 편향

성에 한 균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1.3 연  

본 연구의 진행을 한 방법으로는 우선 스토리텔링

측면의 ‘ 미니상스’에 한 선행 연구들 연구의 동기

와 목 에 한 당 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연

구 자료를 참조하 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반을

후하여 출시되고 ‘ 미니상스’가 략 으로 도입된 문화

콘텐츠와 콘텐츠 수용자 간의 유의미(Significant) 한 상

호작용(Interaction) 계 형성 사례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사례 수집은 문화콘텐츠 수용자의 성향이 리

로덕션 단계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지고 서사 구조의

형태를 가진 상콘텐츠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미니

상스의 표 을 통한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강한 소통의

가능성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다른 형태의 콘텐츠들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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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Reminiscence’  Storytelling

선행연구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연구자의 시각이 미

니상스와 스토리텔링에 어떻게 맞춰져있는지에 한 내

용의 기술로 본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 미니상스’는 사

으로는 랑스 어원으로 어렴풋한 기억(추억), 술.

문학작품에서 무의식의 차용 등으로 의미를정의하고 있

고 학문 백그라운드가 랑스인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국내에 주로 소개 되어져 왔다. 본 연구자 한 New

York에서 공부하던 시 French–American Lecturer에

의해 처음 개념을 소개 받았다. 개인 으로 의미를 더해

본다면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며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

한 아쉬움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생을 통해 기억의 수

면 바로 아래에 머물며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한 자극

(Trigger)에 의해 수면 로 떠오르는 그런 존재로서 설

명하고 싶다. 이 부분에서 어떤 슬픔과 연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구자는 공감한다. 이경률은 ‘ 미니상스’가 어

렴풋하고 불확실한 기억, 변질되고 어려운 기억을 재

하는 미술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정치 맥락에서

는 공동체 집단 무의식의 잠재된 기억으로 표 했다

[3]. 그것은 기억 인착각일뿐 과거실제의 경험도 아니

며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망각의 조작도 아니며 실제로는

착각이며 기억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으로

동의하지는않지만 여기에서도 ‘ 미니상스’는실제로 존

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있었었던 것 같은

진짜 같은 가상의 기억, 인공의 정원과 같은 Jean

Baudrillard의 Simulacra의 구 으로 설명된다[4]. 푸시

킨의 시에서 표 된 것처럼 지나간 것들은 늘 그리워진다.

이인화는 스토리텔링은 사건에 한 진술이 지배 인

담화 양식으로 표 했다[5]. S. Chatman은 내용(story)이

표 형식을 갖춘 담화(discourse)로 즉 이야기가 콘텐츠

로 변해가는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정의한다[6]. 디지털

시 의 스토리텔링은 그 자체를 작품이 아닌 텍스트로

간주하여 스토리텔링은 ‘과정’ 즉 ‘∼ing’ 형으로 모든 이

야기는 Never Ending 상태로 지속되고 진화되며 그 시

가 수용하는 세계 을 구축한다. Narrative를 가진 디

지털 콘텐츠(ex. Film making or Television drama etc.)

를 를 들면 이야기(Story)는 내용 즉 Data이며 ‘What’

에 포커싱되는 반면, 담화(Discourse)는 표 양식 즉 인

터페이스(Interface)로서 ‘How’에 집 한다. 이 둘 사이

의 균형과 조화에 의해 훌륭하고 遠方性있는 이야기 세

계가 만들어진다. 특히 화는 ‘How to’라는 실질 행동

이 기반 된 지식 활동의 표 이 제작행 의 동력이 된다.

아리스토텔 스는 2,500년 그의 서 ‘시학’에서 이미

이야기는 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정보와

마음의 작용이 이야기의 핵심임을 악했다.

Fig. 1에서 표 되는 내용은 폴 헤르나디의 장르론을

도식화한 것으로 디지털 시 의 스토리텔링에 맞게 구성

되었다[5]. 작가의 메시지(Message)는 X축으로 연결되

어 수용자에게 달되고, 데이터(이야기 소재)는 재 의

축인 Y축의 상단 인터페이스(Interface) 쪽으로 달되어

네 개의 구역을 구성한다. 그림의 일사분면(Section 1)은

작가의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잘 달되는 소통과

Interface의 구성과 재 의 성공 모습이 결합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작가의 의도도잘

달이 되고 기술 으로도 잘 만들어진 시각 콘텐츠(

화, 드라마, 고 등)가 생성되었음을 보여 다. 반면 사

사분면(Section 4)의 모습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도 정

확하지 않고 표 자체도 낮은 수 의 결과가 상된다.

이상 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결과는 그림과 같

은 모습으로 분류될 수있으며이 과정은 여 히 진행

이다.

Fig. 1 Genre Theory of Paul Hernadi in terms of 

digital content production

2.2 화콘 츠에 나타난 ‘레미니상스’에 한 사례

    (Case studies of reminiscential elements 

    in Creative Content)

우선 ‘ 미니상스’라는 용어에 한 폭넓은 인식의 공

유가 연구자들 사이에 퍼져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복고

(Retro)’, ‘향수(Nostalgia)’, ‘기억’에 련된 인식에 한

조사 내용[7]을참고했다. 조사 설계는 국내 19세 이상성

인 남녀 1,2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며 목 할당표본 추출법(Purpose quota

sampling)을 사용하여 복고와 련된 트랜드에 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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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한 설문(Survey) 자료이다. 최근에 주목 받은

화와 드라마 등의 향으로 인해 ‘복고’를 연상시키는

시기에 한 조사응답자의 인식은 ‘1970년 ’가 54.0%로

가장 많았고이어 ‘1980년 ’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흘

러가는 속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응답자의 연령

과 그들의 기억 속에서 호출되는 시 간의 간격을

포인트로 보면 되겠다. 허나 특이한 은 호출되는 시간

의 간격에 한응답자의 연령의 폭(Spectrum)이 상당

히 넓다는 것이며 이는 콘텐츠를 통한 세 와 세 간 의

의식의 통합 효과를 보여주는 유의미한분석결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한 응답자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은 부분

을 자리 잡고 있는 시 별 이미지로 1980∼1990년 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수함’, ‘낭만 ’으로 모여지고

1990년 반∼2000년 까지는 ‘열정 인’, ‘고민이 많

았던’ 등으로 나타났다. 그시 을 두고언 하지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콘텐츠 서사에 나타나며장막이 제거되기

도 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론에

서 언 한 이경률의 논문 ‘기억과 망각의 딜 마’에서의

언 을 빌어 ‘ 미니상스’는 엄 히 말해 과거 실제 경험

으로서의 기록도 아니며 시간의 경과로 인해 사라지는

망각의 단편도 아니라 심리학 으로 일종의기억 인 착

각일 뿐 사실상 기억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 미니상

스’의 심리 원인 즉 기억과 망각은 사회 상으로 그

것이 속한 조직체의 응집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사회 구성원들을 상으로 하는 의식 조사의 결과는

흥미롭다.

2.2.1 사례1. < 답하라 시리  1997, 1994, 1988> 

2010년 에 들어서며 1980년 와 2000년 는 지나간

시 이 되었다. 이시 를살았던 청춘의 사랑과우정, 가

족애가 향수와 복고를 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10∼20

년의 세월에 한 간격이 그리움과 회상이 되어버린 빠

르게 변화하는 시 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례 1> 콘텐

츠의 주 소비 계층 연령 가 40 이하에 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설명을 보탠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과거에

있었던 혹은 있었으면 하는 연애와 우정, 가족애를 반복

되는 미시서사를 분 로 엮어가며 바쁜시 를 살아가는

시청자 즉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다. 시

리즈의 간 부분 어디쯤에서 도 길을 잃지 않도록 배

려하며 실이 주는 과다한 피로를 달래주고 있다. 한병

철은 더 많은 책임을 진 인들이 무의식 으로 사회

경제 체제에 과잉 충성하는 사회를 ‘피로사회’라 명명하

다[8]. 이러한 피로사회 속 들에게 드라마는 과거

에 한 아련한 그리움을 아름다움으로 유도하며 실의

상실과 결핍을 달래 다. 갈등 없는 인물과 서사의배열

을 통해 세 간의 공감을 형성한 것은 덤이다. ‘기억’은

개인이나 집단이 과거에 경험한 것을 재로 불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개인과 소속집단의 태

도와 시간을 돌아보는 것으로 개인의 역을 넘어 역사

와 정치를 포함한 사회 의미를 추 하는 행 의 과정

이다. 따라서 이 드라마는 문화텍스트로서 기억은 무엇

이며 기억하려는 욕망 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하여

나름의 답을 하려한다. 어떤 ‘기억’을 수용자가 욕망하

는지 그리고 그 욕망에 한 수용자의 태도는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하여 드라마는 고민한다. 앞서 언

한 복고 트랜드 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시리즈는

재의 주 문화상품 소비 세 인 20∼40 가 1990년 를

그들이 추억하고 있는 는 욕망하는 그들의 청소년기를

호출함으로서 소구를 이끌어 내고 극 으로 반

응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제공했다.

Fig. 2. Drama scenes of ‘Respond 1994’ (above : 

arriving Seoul, FIFA 2002 in Seoul) (Source 

: tvN)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블 콘텐츠 배 구조를 가

진 PP(Program Provider)의 한계를 극복하고 TNms[9]

조사 기 최고 평균 7.5%(1977시리즈), 18.4%(1988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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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AGB[10] 기 10.4%(1994시리즈)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고 이후 지속 인 다양한 매체 노출로 인하여

정확한 시청률의 통계는 측정하기조차 힘들다. 신자유주

의 시 에 향수(鄕愁)는이제 한개인의 내부 구성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이자 상품으로서콘텐츠화 되

고 활용된다. 이러한 콘텐츠는 상업화의 발 을 딛고 이

야기의 원방성을 지니며 모두가 수 할만한가상의 기억

을 만든다[11]. 드라마는 등장인물들로 하여 내러티

속에서 텍스트 수용자의 리자로서 당시의 실을 아름

다운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실을 삭제하는 ‘장막기

억’[12]을 사용하여 상업 성공을 담보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작자는 콘텐츠가 효과 으로 에게 유의미

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설계하기 하여 소비자층을 분석

하고 소구의 도구를 삽입한다. 그에 따라 수용자는 상품

이 발(trigging)하는 기억의 민감한 부 를 자극하는

당히 지 이고 통속 이지 않으며 정서 자극에 무의

식 으로 반응하고 극 참여 활동으로 인도된다. 이

러한 콘텐츠의 략 사 제작(Pre-Production) 과정

에서 수용자의 욕구와 심리와 취향 등이 사 에 제시되

는 것이다. 결과 으로 수용자는 방송 편성 시간 를 넘

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토론 활동과 함께 자

신들이 원하는 서사(Narrative)로의 재편집과 배포 활동

에 참여하고 이들에 의하여 담화로서의 콘텐츠는 더욱

풍성하고 신선한 이야기 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집단지성의 힘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휘했다.

이 드라마 시리즈가 가지는 회상의 의미는 수요자들

로 하여 어도 회상하는 개인은 윤리 으로 혹은 도

덕 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리기만하고 멈추면 쓰러지는

자 거와 같이 질주하는 사회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추억할 내면과 과거가 있다는 을 안으로 받아

들이게 해주었다는 이다. 이는 매 가능한 추억이 삶

의 쉼표를 제공한다는 해석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종이

물성의 책(Paperback)을 읽는 행 가 아직까지 건재한

것은 독서 잠시 Pause하며 사색할 수 있는 정신활동

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독서라는 행 는 인간

이 인간다움을 자각하게 하는 귀 한모멘텀으로 작용한

다. “자신의 서가에 있는 책 한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

의 존재라는 건물 속에서 기억을 나르는 하나의 벽돌이

다. 즉 책은 개인의 지성사를 구성하는 자그마한 덩어리

이다”[13]라는 표 을 스콘신 학의 교수이며 지리학

자인 Yi-Fu Tuan은 그의 서인 ‘장소와 공간’ 속에서

인용했다. 기억을 회상하는 행 와 연결될 수 있는 목

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2.2 사례2 년들  청  기  <친 >, <말죽

거리 혹사>

한국 화산업의 형화는 말 그 로 형자본의 투자

와 수익 배당으로 성장했고 1980년 이후 많은 시네

마키드들을 감독으로 배출시켰다. 사실상 화 장르의

다변화 요구는 수용자의 욕망과 투자사의 배당률 사이에

서 만들어진다. 2001년 개 한 곽경택 감독의 <친구>와

2004년 개 한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는 앞서

소개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는 다른 각도에서

과거의 기억을 호출한다. 이는 1970∼1980년 한민국

소년들의 핏빛 청춘 일기로 학원액션로망에 한 남성들

의 기억을 불러(여기서는 Pathos) 모은다. 심한 육체

고통과 피에 얼룩진 남성의 모습은 한국식 액션 느와르

의 장르 형성과 함께 이제 친숙하기까지 하다. 화 속

멜로드라마 양식은 희생자라고 추측되는 이들보다 훨씬

강력한 힘들에 에워싸인 주인공에 한 페이서스

(Pathos)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린다 리엄스는 정의한

다. 두 화 속 남성은 공통 으로 기억에 한 과잉에

가까운강함을보여주는데이 한 강한 ‘ 미니상스’ 연

출을 목 으로 하는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었음을 짐작

한다. ‘ 미니상스’는 스토리로 재구성되고 과거의 기억

은 수용자에 의해 재구성된다.

<말죽거리 잔혹사>는 1978년 서울의 강남이 형성되

는 시기를, <친구>는 1981년 부산을 배경으로 한다.

화는 학교를 등장 인물들에게 주어진 극복해야할 자

(Antagonist)로 설정한다. 화에서 묘사되는 학교는 피

도 물도 없는 약육강식의 형이다. ‘선생’은 이 먹이

사슬의 최 정 에 서서 폭력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숙주

(宿主)로 그려진다. 화를 보는 동안 객들은등장인물

과 동일시되어 자신이 주체 혹은 방조자의 입장에서

경험했던 기억들과의 동일시를 이룬다. 사건과 사건의

개 속에서 과거는 재조합되고 기억은 호출된다. 린다

리엄스는 연민을 자아내는 힘 즉 ‘Pathos’는 과다한 동

일화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주인공의 감정을 단순히 모

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감정, 감정과 생각 사이의

복합 인 상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14].

곽경택 감독은 50 후반의 부산 출신이다. 화

<친구>는 곧 그의 이야기이다. 화 속 상택의 일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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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션으로 시작하는 도입부는 상택이 곽경택의 분신

임을 암시한다. 그는 화의 제작자이며 동시에 콘텐츠

의 수용자이며 화의 형식을 빌린기억 속에 서있는 많

은 년 남성들과 같은 치에 포지셔닝하고 있다. 지

의 세 들이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

아들여질지도 모르는 폭력과 방조 그리고그것을 바로잡

으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사회를 그리고 있지만 그 기

억을 회상하며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는 세

가 가지는 동일시는 구조주의 언어학자소쉬르의 기호

학 으로 보면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의

계 내지는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 (signifié)의

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15]. 기표가 다수의 기의

를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객 즉 수용자들은 각자의

추억과 기억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군가의 기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자신의 기억을 불러내 재구성하도록 만든다. 재

는 슬 것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지나간것은 곧

그리워지려니... 다시 푸쉬킨이다.

Fig. 3. Friend 2001, K.T. Kwag, Starring O. S. You 

& D. G. Jang : Zenith of School violation 

and its mechanism (Source : Naver Movie)

<말죽거리 잔혹사>는 연구자의 입장으로 보면 ‘ 미

니상스’로 버무려진 성장 이미지 서사를 갖춘 일종의 ‘빌

둥스 로망’이다. 포스터(Fig. 4, “1978년 우리들의 학원액

쑌로망”)를 통해서도 같은 의미의 표 을 사용하고 있다.

<말죽거리 잔혹사>는 <친구>와는 다른 주인공 수의

성장과정을 보여 다. 정 과도 같은 학교는 성 보다

주먹이 우선되고 집안의 ‘빽’에의한 학생들의 서열화, 사

랑을 고백하기 해 음악방송에 엽서를 보내는 행 보다

무작정 여학생을 찾아가 주먹으로 벽을 치는 자해 이

성에 한 폭력행 가 더 매력 으로 그려지는 시 를

온몸으로 뿌리치며 수는 미소년에서 마 로 성장한다.

그리고 수는 학교 일인자의 권리와 명 를 뒤로하며

“ 한민국 학교 다 *까라 그래!”를 외치며 뛰쳐나온다.

뛰쳐나오는 수의 등 뒤로 보이는 학교 건물에 붙여진

‘유신교육의 심화’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시 년남성들

에게 극한의 정서 배설의 순간을 선사한다. 마치 오랜

고통의 터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 에 나타난

Deus Ex Machina를 만난 듯모든 것이 해소되는 느낌이

다. 이로 인하여 유하 감독은 <친구>가 1973년에서 1993

년이라는 정확한 시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언 하지 않

았던 시 의 역사와 인권의 젠더의식에 을 닫아버리는

행 에서 다소 무게를 털어낸다[16].

Fig. 4. Cruel History of Maljuggeory 2004,  H. You, 

Starred S. W. Kwon, J. J. Lee & G. I. Han 

(Source : Naver Movie)

Fig. 5는인터넷 포털 사이트 화섹션에서 화에

한 리뷰를 캡처한 화면이다. 수용자 입장에서의 기억의

재구성에 한 반응이 ‘ 미니상스’는 기억의 호출에

한 단서를 제공했지만 수용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

며 극 으로 콘텐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다. 콘

텐츠 수용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 카타르시스를 경

험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기획에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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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view from audience of Cruel History of 

Maljuggeory 2004  (Source : Naver Movie)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상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12월 개 한 펑 샤오강(Feng Xiaogang)

감독의 ‘방화’는 개 첫날 국 내에서 165억의 수입을

달성했다. 화는 문화 명기와 국-베트남 쟁을 헤

치고 살아온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국가에 한

추억을 ‘ 미니상스’로 불러오며 수용자의 기억을 자극한

다. 국외에서의 사례와 특성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

해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2.2.3 사례3 과거를 호 하는 전시 < 상  술, 

제>

기억과 계된 생 콘텐츠의 가능성을 엿보기

한 사례로 시공간 활용 콘텐츠 다양한 사물에 한

기억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콘텐츠 수용자들에게 다가가

는 방식을채택한 ‘일상의 술 : 오 제(Art of everyday

: Object, 2018, 뮤지엄 산)’는 ‘ 미니상스’를 베이스로 기

억을 불러내는 시 콘텐츠로서 흥미롭다. 시는 상,

인스털 이션, 디-메이디 등 다양한 표 방식으로 구

성이 되었는데 세부 으로 3개의 시 주제(오 제의 변

용, 발견된 오 제, 계하는 오 제) ‘ 계하는 오

제(Object in Relationship)’에 한 분석이다. 시 소개

의 을 들여다보면 “사물은 시간, 장소, 상황 그리고

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서로다른 의미를 담게 됩니다. 사

물은 나와 나의 삶을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과 지나

간 시간의 기록입니다. 특정한 주제로 묶인 사물은 나의

취향과 심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물을 통해 떠

오른 기억은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심미 취향

으로 구성된 사물은 어느 값진 보석보다 소 합니다. 우

리는 사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사

물을 마주함으로써 새로운 내러티 가 탄생하며, 끊임없

이 계합니다.”라고 시의 컨셉을 소개하고 있다. 노출

콘크리트가 주는 미니멀한 느낌과 과하지 않은 선 그리

고 자연을 인공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으로 인하여

세계 으로 리 알려진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시 공간의 공간 스토리텔링과 개인의 ‘기억’을 불러내

는 문화소비활동을 품격 있는 문화콘텐츠로 기획 연출되

었다고 평하고 싶다.

시작품 박혜수의 ‘무엇이 사라지는가-기억’은 익

숙하고 자신의 일부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지

은 주변에서 사라진.. 그래도 함께한 시간은 여 히 생

생한 물건들을 보여주며 과거와 재를 이어주고 있다.

Fig. 6. no力(Effort), J. W. Seung, Pencil, Jar, 12.5 x 

12.5 x 21.5cm, 2009

승지원의 작품 ‘no力(노력)’은 사과주스병 속에 가득

찬 몽당미술 연필들이다. 그림을 그려 미술 학에 입학

했던 순수한 시 의 이야기가 연구자의 과거의 기억과

동일시되며 깊은 여운으로 마음에 닿는다. 그의 작품에

한 스토리텔링이다. “2009년, 내가 한국에서 소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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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때 어머니께서 간식으로 사다 주셨던 사과주스다.

주스를 무 좋아하게 된 나머지 내가 식사도 거르고 주

스만 먹게 되자 어머니께서는 이 주스 병을 4B 연필로

다 채우면 그때 주스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좋아

하는 주스를 먹기 해서 열심히 그림 그리며 노력했던

순수했던 나의 19살이 담겨있는 추억의 물건이다.” 일류

학을 가서 성공하기 해서도 아니고친구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기 해서도 아닌 그 좋아하는 주스를 먹기

해 그 많은 몽당연필을 만들어가며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우리에게도그런 시 이 있었지.. 라는생각이 들게

만들며 내 마음이 움직여야 타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

다는 말을 공감 하는 장면이다. 시장 곳곳엔 따뜻한

기억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다. 기억은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형성으로재조합될때 상품으로서의가치를지닌다.

여기에서 기억에 한 일련의 로세스들을 상기한다.

3. 나 는 글

연구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거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콘텐츠는 몇 사람의 노력이 우연히

시 와 조우하며 일으키는 도가 아니다. 철 하게 수

용자의 패턴을 역산(逆算)하고 랫폼과의 융합 계, 사

용자 경험(UX)과 기억의 이식 등을 통하여 치 하게 계

획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경험 심 콘텐츠

(User Experience Oriented Content)는 반드시 기술에

으로 기 어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수

치로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곳곳에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심도있게 다루어 보기 해서 콘텐츠 수용

자의 심리학 분석을 후속 연구로 수행하려한다. 세

를 폭넓게 아우르며 ‘ 미니상스’가 심 주제가 되어 콘

텐츠로 주목 받는데에는 콘텐츠 소비시장에서의 균형을

이루려는 다른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

한다.

이러한 과정은 콘텐츠의 성공 진입을 한 과정이

며 통속 이지도 속하지도 않다. 술 한 산업이고

창작에 한 노력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술을 한 술에 발목 잡 불우하고 고단한 인생의 길

을 걸어온 창작자들을 한 연구자들의 활동이 더 체계

이고 극 이길 기 한다. 본 연구의 과정은 콘텐츠

소비 형태 분석의 결과로 ‘ 미니상스’와 동종의 개념들

이 추상 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목 으로 사

례와 그 사례의 향 그리고 결과(evidence)를 제시하려

하 다. 패턴의 정형화를 이룬 틀의 제시까지 가지 못한

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계속 진행되어야할 부분이다.

스토리텔링 측면의 이야기 생성 툴은 재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기술의 비약 발

으로 인간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 에 와있다. 거기에 한 차원 층 를 올려 특정 주제,

를 들어 ‘ 미니상스’와 기억과망각, 회상과 아련함 등

과 같은 첩된 감성의 역에 반응하는 수용자 지향 이

야기 생성에 한 부분도 언젠가는 기술 으로 상당 부

분 완성에 가까운 발 을 이룰 것으로 망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인공지능은 끝없이 많은 사

례를 학습한 후에 나름의 평균 해답을 제시한다는

이다. 인간의 감성 사고체계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끊

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해가는 진행형이다. 감성체계에

한 궁극 인 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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