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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영화로 본 한국과 미국의 영화 스토리텔링
Film Storytelling through Family Films of Korea an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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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형식주의 서사이론은 스토리의 원 질료  개념과 텍스트에 구 된 스토리 실체를 이원 으로 나 어 왔

다. 질료를 뜻하는 블라와 실체를 뜻하는 수제는 이 이원론을 이끄는 표 인 개념이다. 최근의 스토리

텔링이란 개념도 결국은 이 이원론의 향을 받는다. 결국 스토리는 원 질료로서의 블라이고, 스토리텔

링은 텍스트에 그 스토리를 구 하는 모든 방법을 통칭하는 실용  용어인 것이다. 스토리는 수용자 즉 

객을 만나러 나가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객 심의 서사방식을 차용하는 것이다. 이 스토리텔링의 방

식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구 된 표  화 스토리텔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이 의 의도이다.

  미국 화 <리틀 미스 선샤인>과 한국 화<가족의 탄생>이 그 상이 되는 화들이다. 자는 꽉 

짜인 체 구성을 가진 구조의 화이고, 후자는 구조보다는 한 장면 안의 섬세한 디테일에 집 하는 장면

의 화이다. 자는 객 이라는 의미에서 공간의 서사를 차용하고, 후자는 복잡한 시간의 주 성을 

심으로 스토리를 개시킨다. 캐릭터 역시 자는 과거의 일들로 성격  특징들이 고정된 캐릭터들이 심

이고, 후자는 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호한 캐릭터들이 심이다. 결론 으로 후자는 작가가 심이 

되는 주  서사이고, 자는 객 심의 객  서사이다.   

■ 중심어 :∣스토리텔링∣가족 영화∣주관적 서사∣객관적 서사∣캐릭터∣

Abstract

Formalism narrative theory adopts the dualism of Fabula, story material and Sujet, story 

substance. The recent theories of storytelling convert the dualism into story and storytelling. 

This essay  delves into the mechanism of contemporary storytelling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storytelling of two films, A Korean film, Family Ties and A Hollywood film, Little Miss 

Sunshine, which are considered to represent contemporary storytelling. While the latter builds 

its structure through desire usually shown in the classical Hollywood films, the former has the 

structur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causality by displaying fragmented stories. And the 

latter has typical characters, while the former shows totally different reality, using the obscure 

characters. In conclusion, Little Miss Sunshine has a storytelling which puts audience feeling in 

tune by controlling it, and Family Ties has one which delivers director’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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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토리와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축제 스토리텔링, 애

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출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 

 역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 방

법론으로 받는다. 무 많이 언 돼서 차라리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가 스토리텔링인가 싶기도 하다. 

스토리텔링의 공룡 같은 개념 식성은 문화콘텐츠 역

에만 그치지 않는다. 경 으로 뻗어 나가면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 되고, 요리에 용되면 스토리텔링 요리

가 된다. 교육으로 가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스

토리텔링이 되기도 하고, 학원들이 몰려 있는 교육 시

장으로 가면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어 등 공

부의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스토리텔링

은 이미 문화를 넘어 우리 삶의  역과 계 맺고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신기한 건 이 게 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스토리

텔링이라는 용어에 한 명확한 정의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의미에 텔링이라

는 명사가 부가된 합성어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남들에게 표 , 달하는 행 를 지칭하는 것[1]’이라는 

정의는 스토리와 텔링이라는 단어의 기본 인 의미에 

해서는 단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왜 이 용어가 최

근에 갑자기 우리 삶의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는지에 

한 단서를 주진 않는다. 한 이야기와 이야기를 표

 달하는 것의 차이에 해서도 명확한 언 을 하지 

않는다. ‘과학  역사  정보를 달한다고 하더라도, 

지식, 정보의 형태일 때는 오직 그 사건이나 정보의 내

용만을 달하는 반면에, 이야기의 형태일 때는 등장인

물이 출연하여 그 정보에 한 본인의 깨달음이나 체험

을 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2].’는 정의는 스토리

텔링이 지식, 정보를 이야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달

하는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지만 실용  지식이나 정

보의 달이 아닌 오락  목 의 스토리텔링을 제외시

킨다. ‘사건의 내용으로서의 스토리, 사건진술의 형식으

로서의 담론과 그 둘의 계 까지도 총체 으로 아우르

는 스토리텔링[3]’이라는 정의는 무 포 이어서 오

히려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더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 

외 스토리텔링이 ‘이야기하기’라는 많은 책에서 언 되

는 정의는 동어반복이고, 스토리텔링이 지식의 감성화

라는 정의는 지나치게 실용 이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 해서는 그

보다 앞선 스토리에 한 논의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

다. 스토리에 텔링(Telling)이 결합된 명사가 스토리텔

링이 아니던가? 미  발은 스토리는 특정한 방법으로 

제시된 블라(fabula)이며, 블라는 논리 으로, 그리

고 연 기 으로 연결된, 행 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경

험되는 사건의 연속[4]이라 말했다. 그의 개념에 의해서 

스토리는 서사 텍스트 에 구 된 구체  서사 방식이

고, 블라는 그 스토리에 의해서 구성되기 의 이야

기의 원 질료로 규정된다. 데이비드 보드웰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서사 이론으로 이 체계를 설명한다. 그

에 의하면 형식주의자들은 블라는 미  발과 같은 개

념으로 보고 있으나 스토리는 수제(sujet)라는 용어로 

체된다. 그는 보리스 토마세 스키를 인용하면서 ‘수

제는 사건을 제시하는 일련의 정보화 과정과 질서를 고

려한다’ 고 말한다[5]. 그는 다른 책에서 추론된 사건들

과 명시 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아우르는 스토리와 명

시 으로 보이는 사건들과 외재 으로 부가된 소재를 

아우르는 롯[6]으로 서사를 나 다. 이상의 형식주의 

서사학과 그로부터 유추된 데이비드 보드웰의 화 서

사학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스토리, 수 제, 롯이 실제

으로 텍스트에 구 된 서사 체계를 말하고 있고, 

블라, 스토리가 구  이 에 이야기의 원 질료들을 의

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리는 미  발의 분류에

서는 구 된 서사 체계, 보드웰의 화 서사학에서는 

롯에 립되는 이야기의 원 질료로 쓰이고 있다. 스

토리라는 용어의 쓰임새는 분류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상의 논의들에서 공통 으로 보이는 것은 하

나의 이야기를 구 된 체계와 그 이 의 질료로 구분한

다는, 이원론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모방과 모방된 것

을 나 는 아리스토텔 스의 세계와도 유사하고, 한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는 기호학 인 사고의 향으

로도 보인다. 이러한 서사 이론의 이원론  체계는 실

용 스토리 이론으로 오면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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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미국의 시나리오 이론가 데이

비드 하워드는 스토리를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달하는 과정[7]’으로 정의하면서 스토리와 스

토리텔링을 객의 정서  반응을 의도하는 것으로 구

분 짓는다. 그에 의하면 스토리는 이야기 속 인물에게 

일어난 연 기  사건들이고, 스토리텔링은 그 사건들

을 객의 정서  반응을 하여 실제로 재배치하는 것

이다. 형식주의 서사이론과 련해서 논의해볼 때 스토

리는 블라에 가깝고, 스토리텔링은 수제, 혹은 롯에 

가까운 것이다. 말하기, 텔링(Telling)이란 객을 스토

리의 세계 속으로 효과 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인 것이

다. 결국 스토리는 말하는 사람, 화자의 세계이고, 스토

리텔링은 듣는 사람, 즉 객의 세계이다. 당연히 스토

리텔링이 산업 인 개념이 되고, 최근 갑자기 이 개념

이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두 개의 가족 영화 

본고에서 논의의 상이 되는 화는 <가족의 탄생> 

(김태용 감독, 2006년)(이하 가족)과 <리틀 미스 선샤

인>(Little Miss Sunshine)(조나단 데이턴, 발 리 페리

스 감독, 2006년) (이하 리틀)이다. 의 화들을 선정

한 것은 두 화가 공히 양국의 가장 표  화제에

서 각본상을 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2007년 한국 종상 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리

틀>은 2007년 아카데미 화제에서 오리지  스크린

이 상을 받았다. 문화권이 다른 두 나라의 화를 분

석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동일한 기 이 

용될 수 없는 화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는 가장 상업 인 화를 선택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술 인 화를 선택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 물론 상업 인 화 2편, 

혹은 술 인 화 2편을 선택하는 방식도 ‘상업’과 

‘ 술’이라는 개념의 자의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서 

합리 인 비교를 할 수 없게 한다. 한 각각 다른 시기

에 나온 화들을 분석한다는 것 역시 재 단계에서의 

양 나라의 스토리텔링 수 을 가늠할 수 없게 한다. 같

은 시기에 그 나라 표  화제에서 같은 분야의 상

을 받았다는 것은 심사에 참여한 문가 집단으로부터 

우수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결

국 이 화들의 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그것의 수상에 

손을 들어  양 나라 문가 집단의 ‘좋은 스토리텔링’

에 한 집단  념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더구나 두 화는 공통 으로 가족 문제를 화의 

심에 놓고 다루고 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머독은 가

족이란 공동거주, 경제  동, 그리고 재생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집단이며, 어도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사회 으로 용인된 성 계를 유지하는 성인들과 성

으로 동거하는 성인들이 낳았거나 는 입양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8]. 이처럼 

모든 사회  계의 기본인 가족은 화에서도 가장 빈

번히 등장하는 소재가 된다. 사실 인간 존재의 가장 기

본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화는 가족 화라고

도 할 수 있다. <가족>이나 <리틀> 두 화 역시도 개

 당시 양국의 언론이나 평론가들에게 가장 표 인 

가족 화로 규정되었다. 평론가 유지나는 개  당시 

<가족>에 해 ‘가족에 한 고정 념을 뒤집어내며 

가족의 모순된 속내를 들이미는 신 이고 도발 인 

작품[9]’이라 평했다. 평론가 김지미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주체가 어머니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

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가에 해서 이야기 

한다[10]’고 평하며 새로운 가족 화로서 이 화의 

치를 분명히 했다. 한 한 신문은 ‘튀는 캐릭터에 의존

하거나 정색한 반문을 꺼내지 않으면서 뚜벅뚜벅 가족

의 본질, 계의 본질에 다가가는 어법은 최근 한국 

화에서 보기 힘든 침착함과 진 함을 지니고 있다[11]’

고 평하기도 했다. <리틀 미스 선샤인>에 한 미국에

서의 반응도 주로 가족에 집 된 것이었다. 평론가 로

 에버트는 ‘미국의 통  가치의 천박함에 한 부

조화를 역설하는 가족 우화[12]’로 이 화를 규정했다. 

뉴욕타임스는 ‘ 산으로부터 박한 탈출을 꿈꾸는 가

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종착지에서 벌이는 진정한 믿

음과 조작된 에 한 이야기[13]’라 언 하며 미국 

가족 화의 새로운 경향이라 말했다. 

스토리텔링은 그것이 묘사하는 사회와 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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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사회는 스토리텔링이 묘사하는 상이면서 이

야기 방식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비슷

한 시기에 나와서 양국을 표하는 가족 화로 이야기

를 비교하는 것은 가족 서사를 통해서 두 사회의 스토

리텔링 방식을 비교하는 것인 동시에, 스토리 안에 내

재된 가족에 한 사고를 읽음으로서 각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가족의 탄생> 과 <리틀 미스 선샤인>
   (Little Miss Sunshine)의 내용

3.1 <가족의 탄생> 
1) 혼자 사는 미라(문소리)의 집에 5년 동안 소식 없

던 동생, 형철(엄태웅)이 불쑥 찾아온다. 더구나 20살 

연상의 연인 무신(고두심)과 함께이다. 그리고 이날부

터 세 사람은 기이한 동거를 시작한다. 어느 날 이집에

는 무신의 남편과 그 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나

타난다.

2) 혼자 사는 억척 가이드 선경(공효진)에게는 

따로 사는 엄마 매자가 있다. 매자는 재 유부남과 불

륜의 연애를 하고 있고,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다. 선

경은 엄마의 이런 생활이 싫어 두 사람은 자주 다툰다. 

선경 자신도 남자친구 호(류승범)와 다투다 헤어진

다. 어느 날 모녀의 정을 제 로 나 지도 못하고 엄마

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3) 경석( 태규)과 채 (정유미)은 연인이다. 그러나 

채 의 정 많은 성격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다툰다. 어

느 날 채 은 경석의 나(공효진)의  약속을 어긴

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진다. 그러나 채 의 춘천 

집에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한다. 채

의 춘천 집에서는 미라(문소리)와 무신(고두심)이 마치 

두 명의 엄마처럼 채 과 경석을 맞는다.  

   

3.2 <리틀 미스 선샤인> 
1) 7살 올리 의 가족은 6명이다. 성공학 강사인 아빠 

리차드, 일과 가족에 지친 엄마 쉐릴, 입 험한 마약 독

자 할아버지 에드 , 비행기 조종사가 될 때까지 침묵

을 서약한 오빠 드웨인, 그리고 자살 실패 후 이 집으로 

퇴원한 마르셀 루스트 연구 학자 랭크가 그들이다. 

어느 날 이들은 올리 가 캘리포니아 돈도 비치에서 

열리는 어린이 미인 회의 본선에 진출하게 다는 연

락을 받는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잡한 상황과 재정

 기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올리 의 미인 회 출

을 해 돈도 비치까지의 800마일 여행을 떠나기

로 한다. 폐차 직 의 폭스바겐 밴이 미인 회가 열리

는 이틀 후까지 이 6명의 가족을 실어 나를 교통수단이

다.  

2)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낡은 밴의 1,2 단 기어가 망

가진다. 궁여지책 끝에 운 자를 제외한  가족이 차

를 먼  고, 시동이 걸리고 난 후 달리는 차에 하나씩 

올라타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 차의 고장을 극

복했다는 뿌듯한 느낌도 잠시, 가는 도 에  재산을 

쏟아 넣은 리차드의 성공학 출  로젝트가 실패했다

는 것을 알게 된다. 산의 좌 감 속에서 싸구려 모텔

에서 하룻밤을 보낸 가족들은 미인 회를 향해 여행을 

계속하기로 한다. 랭크는 주유소에서 자신을 자살로 

몰아넣은 동성애 남자 친구를 만나 좌 하고, 그 좌

을 곱씹을 틈도 없이, 할아버지 에드 이 마약 과다복

용으로 갑자기 사망한다. 쉐릴과 리차드는 에드 의 소

망이 손녀가 미인 회에 출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

닫고, 에드 의 ‘뜻’을 이루기 해 그의 시체를 병원에

서 훔쳐내 밴에 싣고 도망친다. 드디어 목 지가 가까

워 올 무렵, 드웨인은 자신이 색맹이라는 것을 안다. 그

것은 그의 필생의 꿈 조종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드웨인은 가족들을 향

해, 산, 이혼, 자살의 실패자들이라고 주하면서 침

묵의 서약을 깨뜨린다. 

3) 망연한 가족들, 올리 의 로에 드웨인은 가족들

에게 사과를 하고 가족들은 서둘러 미인 회장을 향해 

낡은 밴을 몰고 간다. 가까스로 출  신청을 한 가족들

은 다른 출 자들을 보면서 올리 의 용모가 그들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올리 가 상처

받을 것을 걱정하던 가족은 올리 를 만류하려 하지만 

아무도 올리 의 기 를 꺾을 수 없다. 드디어 무 에 

오른 올리 는 할아버지 에드 과 오랫동안 연습한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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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보인다. 그 춤은 에드 의 취향이 반 된 선정

인 스트립쇼다. 주최 측은 올리 를 제지하려 하지만 

가족들은 올리 의 춤을 같이 추면서 자신들의 지난했

던 여정을 보상 받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오른다. 낡은 밴을 면서.      

4. 소재의 발견, 주제화 - 스토리텔링의 시작  

<가족>의 각본가이기도 한 김태용 감독은 인터뷰에

서 ‘우연히 친구에게 라디오 방송 이야기를 들었다. 오

빠 내외와 여동생이 같이 살았는데, 그 오빠가 아내와 

여동생의 반 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 아이를 입양했다. 

그런데 입양 다음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야

기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연 계가 없는 세 여자가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의문이 이 화의 시작이

었다[14]’고 말했다. <리틀>의 각본가 마이클 안트는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어린 시  기어가 고장이 난 폭

스바겐 밴을 타고 가족들이 600마일을 여행한 이 있

었다. 코미디를 쓰려고 할 때 내 삶에서 가장 웃겼던 일

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15]’고 말했다. <가족>

의 출발이 주제 이라면, <리틀>의 출발은 장르 이

다. <가족>의 스토리 발견 과정이 ‘아무런 연 계가 

없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발견하고 그 후에 그 주제에 

맞는 스토리를 발견해가는 형태 다면, <리틀>의 방식

은 코미디라는 장르를 미리 정하고 장르의 요구를 소화

할 수 있는 사건을 발견해가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발

시켰다. 주제 인 시작은 창작자의 시작이다. 주제란 

창작자가 스토리라는 운반체를 통하여 객에게 암시

하고 싶은 것이다. 반면에 장르  시작은 수용자의 시

작이다. 익숙한 상황 설정 아래 객이 상 가능한 스

토리를 만들어가는[16] 장르란 애 부터 산업과 객이 

맺은 약속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이 특정 장

르의 코드로 규정하기 힘든 탈장르  이야기를 갖고 있

다면, <리틀>이 코미디와 로드무비의 장르 규정들에 

충실한 것은 그 이야기의 실제 인 출발에서 분명해진

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작가의 생각을 객들에게 

달하기 하여 쓰인 스토리이고, <리틀>은 객과 

산업의 요구를 반 하기 하여 쓰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완성된 화의 스토리를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완성된 <가족>의 거리를 한 

로 표 하면 ‘아무런 연 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같은 방식으로 

<리틀>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딸의 소망을 들어

주기 해  어린이 미인 회를 향해 가는 이야기’이다. 

완성된 화의 한 짜리 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담

긴 모든 사건들을 포 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할 때 

이들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다. 이런 면에서 <가족>의 

사건과 주제와의 계는 다분히 직 이다. 가장 포

인 사건인 ‘ 연 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족을 만든다’

는 결국 ‘가족을 만드는 것은 연이 아닌 사랑이다’라

는 이 화의 주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리틀>

의 한  거리는 주제의 흔 을 찾기 힘들다. 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한 사건을 거의 완 한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시킨다. <리틀>의 주제가 화 속에서 

랭크가 말하듯이 ‘진정한 패배는 결과  패배가 아니고 

그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라면, 이 이

야기 속 심 사건인 여행이 이 주제와 맺는 계는 훨

씬 우회 인 것이다. <가족>의 이야기의 심에는 작

가의 의도인 주제가 면에 배치돼 있고, <리틀>은 

객의 요구인 사건이 면에 배치돼 있는 것이다. 결국 

<가족>의 서사는 스토리에 가깝고, <리틀>의 이야기

는 스토리텔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리

틀>이 좀 더 산업 이다. 8백만불의 제자비가 든 <리

틀>이 개  당시 미국 국내에서만 그 7배가 넘는 6천만

불의 흥행 수입을 올렸고[17], <가족>이 22만 명의 

객[18]에 그친 이유이다. 

                

5. 구조 - 시간과 공간의 스토리텔링 

구조는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진해가는 시작이

다. 구조는 객의 정서  경험을 조 하는 일종의 

략이기 때문이다. <리틀>의 구조는 단일한 사건, 단일

한 욕망에 의한 인과율  이야기 개라는 고 기 헐리

우드 화가 아리스토텔 스의 시학을 기반으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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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이야기 략을 충실히 다르고 있다. 인물의 욕

망은 이야기의 기본  추동력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객

의 기 와 배반, 희망과 두려움을 충실히 반 한다. 이

야기는 욕망과 장애물의 마찰에서 생성된다. 한 이

게 생성된 이야기들은 시작과 간, 끝 이라는 단일한 

인과율  개를 보인다. 시작은 이야기의 제로 기본

 욕망을 설정하며, 간은 갈등으로 이야기를 발 시

키다가 표면  욕망의 일차  결론을 내고, 끝은 진정

한 결론을 해 이야기를 주제화, 혹은 카타르시스화 

한다. 한 이것을 1장에서는 객을 끌어들이고 2장에

선 정교화하고 확장하며 3장에선 객을 다시 놓아

다[19]고도 할 수 있다. 

<리틀>의 거리에서 문단 1, 2, 3은 시작과 간 그

리고 끝이다. 시작에서는 인물들의 기본 인 캐릭터를 

소개하고, 이어 돈도 비치로의 여행이라는 인물들의 

기본  욕망을 설정한다. 간에서는 장애물들과 부딪

히면서 이야기를 발생시키고,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

고 계획된 시간에 목 지에 도착함으로서 욕망은 해소

된다. 끝에서는 그러나 다시 올리 의 미인 회 출 을 

지하려는 가족들의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그러나 

모든 가족이 같이 한 스를 춤으로서 가족  연

감이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시작 부분에서 

미인 회를 향한 올리 의 간 한 소망에 한 상세한 

묘사는 객들에게 이야기의 욕망에 쉽게 동조하게 한

다. 그러므로 간에서의 모든 장애물들은 객들에게

는 극복되어져야 하는 장애물들이고, 이들이 드디어 목

지에 도착했을 때 객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해소를 

경험하는 것이다. 끝에서는 랭크와 드웨인의 해변에

서의 화를 통해 이 화가 결국은 진정한 패배와 성

공에 한 이야기라는 것이 암시되고, 올리 의 출 을 

지하려는 가족들의 움직임 속에서 통속  가식의 경

연이라는 어린이 미인 회의 속성이 드러나며, 결국은 

한 춤으로 그 회를 모욕함으로써 우승보다도 값

진  다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모든 사

건들은 철 한 인과율 속에 묶여져 있다. 밴의 고장은 

재정  탄 상태인 이 가족의 경제  조건이 원인이 

된 결과이며, 에드 의 사망은 상습 인 마약 독의 

결과이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으로 훔친 시체가 

발견되려는 최 의 기는 랭크가 사둔 포르노 잡지 

때문에 모면되고, 올리 가 회에 출 한 다른 아이들

과 다른 이유는 올리 의 출 이 지역 우승자의 갑작스

런 출  포기로 인해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올리 의 한 춤은 한 취향을 가진 에드 이 올

리 의 출 을 자기 방식으로 지도했기 때문인 것이다.

<가족>의 구조는 <리틀>의 그것과는  다르다. 

화는  다른 두 개의 이야기인 문단 1, 2를 먼  

보여 다. 각각의 분 된 이야기에 단일한 인과율 인 

연결은  없다. 화의 끝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이야

기의 인과율의 고리들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이

야기 1이 익숙해 질 때 쯤 객은 문득 새로운 이야기 

2를 만나게 되고, 이 과정은 3의 출 에서도 반복된다. 

각각의 분 된 이야기 안에서도 객을 몰입시키는 욕

망과 사건의 스토리텔링은 찾아보기 힘들다. 1의 사건

은 미라의 일상에 형철이 무신과 함께 찾아 온 것과, 다

시 무신의 딸이 찾아오는 것이다. 사건은 발 되지 않

고 제시될 뿐이며 결말은 뜬 없이 유보된다. 심지어 

결말에 한 측까지도 허용하지 않기 해 작가는 이

야기의 끝에서 무신을 딸과 함께 떠나게 한다. 이야기

의 시작과 간과 끝은 없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삶의 

단편들이 익명의 공간에서 제시되고, 그 안에서는 최소

한의 사건 진행만이 있을 뿐이다. 2도 마찬가지이다. 선

경은 애인 호와 헤어지고, 엄마 매자는 세상을 떠난

다는  인과율  련을 갖지 않은 두 개의 사건이 

제시될 뿐이다. 3은 주되게는 경석과 채 의 연애담이

다. 1, 2와  다른 분 기의 이야기 속에서 경석의 

나로 나이든 선경이 나올 때쯤 객은 그토록 기다리던 

인과율의 최 의 단서를 잡는다. 시간은 십년을 훌쩍 

뛰어넘었고, 경석은 선경의 동생이고, 채 은 무신의 딸 

인 것이다. 이것이 두 시간 가까운 이 화의 유일한 인

과율  결말이다.   

<리틀>이 촘촘한 구조의 스토리텔링이라면, <가족>

은 분 된 장면의 스토리텔링이다. 구조의 스토리텔링

은 객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해 습 인 방식들을 

사용하지만, 장면의 스토리텔링은 편화된 장면들 속

에서 섬세한 일상의 리얼리티를 통해 감독의 생각을 

객들에게 제시한다. 구조의 스토리텔링이 체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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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지 않은 이야기는 철 히 배제시키는데 반해, 장

면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오히려 통일  구조를 암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는 

객에게 스토리의 성 한 기 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감독이 제시하고 싶은 섬세한 디테일들을 가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틀>의 공간이 알버커키에서 돈

도 비치로 이동하는 분명한 지리  공간을 차용하고 있

는데 비해, <가족>의 인물들은 익명의 공간들을 배회

한다. <리틀>의 시간이 두 지리  공간을 이동하는 이

틀인데 비해, <가족>의 스토리 시간은 근과거 - 과

거 - 과거- 재로 이어진다. <리틀>이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공간의 스토리텔링이라면, <가족>은 복잡

한 시간의 퍼즐을 푸는 시간의 스토리텔링이다. 공간은 

물리 이고 구체 이지만, 시간은 추상 이고 시 이

다. 공간이 구체  스토리의 몰입을 객에게 요구한다

면, 시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잠재된 반짝거리는 일상

의 디테일들을 보아  것을 객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공간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이고, 시간이 요구하는 것은 

순환인 것이다1). 시간은 주 으로 만들 수 있고, 어

떤 면에서 거의 모든 화들이 객  시간보다는 주

 시간으로 개된다[20]는 데이비드 하워드의 말처럼 

시간은 공간보다 주 이다. 여기서 주 은 작가의 주

이며 시간의 스토리는 스토리 이고, 공간은 시간에 

비해 객 이라는 의미에서, 객의 이야기, 즉 스토리

텔링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6. 캐릭터 - 리얼리티의 각각 다른 층위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는 이야기의 세계와  실 세

계와의 계를 반 한다. 캐릭터는 이야기가 포함할 리

얼리티의 층 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룡이 말을 한다면, 

1) 이인화, 앞의 책, 이인화는 화와 소설이 필연  인과율을 시하는 

시간의 스토리텔링이고, 게임은 우연성을 시하는 공간의 스토리

텔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간의 스토리텔링 개념은 

화와 게임을 비교했을 는 유용할 수 있지만 같은 화의 스토리

텔링을 비교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다. <리틀>처럼 두 지역 간의 이

동이 구조의 핵심인 경우 공간은 시간보다 훨씬 더 필연성과 구체성

을 띠게 되고, <가족>처럼 복잡한 시간의 순서가 단서 없이 제시되

는 경우 시간은 한 시  우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지  여기의 실과는 완연히 다른 리얼리티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을 객에게 요구한다. 주인공이 

과거를 보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 이야기는 타

지이고, 주인공이 라이팬으로 뒤통수를 맞고도 멀쩡

한 코미디 화는 실의 과장이 그 이야기의 주 코미

디 요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재 세계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인간들은 화  습에서 나오는 

인간들보다 독특하고 모호하다[21]. 인물의 리얼리티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성격의 일 성이 아니라 

모순성에 있는 것이다[22]. 한 캐릭터는 그 문화권이 

개개의 인간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집단의 습들도 반

한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작가 역시 그 문화권에서 

주입된 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리틀>의 주요 캐릭터는 6명이다. 이들은 성격화는 

그들이 스토리 이 의 시간 했던 일들에 의해 결정되

는, 성격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의 창(캐릭터 도우, 

Character Window)2)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1. <리틀 미스 선샤인>의 캐릭터

인물 사건 성격
쉐릴 이혼, 재혼, 워킹맘 피로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리차드 성공학 사업에 여러번 실패 무능, 자기 기만
에드윈 마약 복용으로 실버타운에서 

쫓겨남 타락한 카우보이
프랭크 동성애, 실연, 자살 고립된 지성
드웨인 침묵서약, 니이체 탐독 고립된 틴에이저
올리브 미인대회 지역예선 출전 무모한 의지

표 2. <가족의 탄생>의 캐릭터

인물 사건 성격

미라 형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함 유순, 인내

형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 저돌성, 무책임

무신 미라의 집에 불편하지만 
눌러앉음 단순, 낙천

선경 자신이 원하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음 생존 본능, 공격성, 고립

매자 늘 잘못된 사랑을 함 어리석음, 다정
준호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 우유부단
경석 여자친구를 의심 유아성, 경박함
채연 사람들을 도와줌 천사, 다정

2) 미국 서부 시나리오 창작 이론가들이 즐겨 쓰는 개념으로 어떤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내리는 결단이 그 주인공의 성격을 유리창처럼 보

이게 만든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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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주요 캐릭터는 8명이다. 이들의 성격화는 

명확한 스토리 이  사건보다는 재의 행동에 의해 이

루어진다.

<리틀>의 인물들은 스토리를 한 조건이다. 화의 

시작지 에서 명확하게 성격화된 인물들은 마치 이야

기의 부품처럼 철 히 스토리를 해 복무한다. 그러나 

<가족>의 인물들은 스토리 그 자체이다. 이들의 성격

화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동시 으로 이루어진다. 

한 동시  사건들도 <리틀>의 인물들을 규정짓는 사건

에 비해서 특징 이지 않다. 때문에 이들의 성격은 모

호하고 한마디로 규정짓기 힘들어진다. 과거에 비해서 

재는 늘 측하기 힘든 것이다. <리틀> 인물들의 성

격  명확성은 패배자들의 자기실 이라는 목 에는 

훌륭하게 부합하지만, 실의 리얼리티와는 다소 동떨

어져 있다. 실의 인간들은 한두 마디 성격화로 규정

하기 힘든 만큼 복잡한 존재이다. 그것은 이 화가 장

르 으로 코미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무 하

진 않지만 기본 으로 실과의 계에서보다는 스토

리의 세계에 빠져들어 마치 꿈처럼 완 한 몰입의 경험

을 제공하려는 미국식 스토리텔링의 략과도 계가 

있다. <리틀>은 패배자들의 자기실 에서 로받고 싶

어 하는 객들을 한 타지인 것이다. 반면에 <가

족>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성격  모호성들은 스토리

보다는 실과의 계를 설정하는데 유리하다. 인물들

은 끔 하게도 우리가 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인간들

과 닮아 있다. 미라는 주 하다가, 무신의 딸을 보낼 때

는 냉정하며, 그러나 결국 다시 받아들인다. 툭하면 상

소리를 해 는 선경은 그러나 어느 때는 천사처럼 상냥

하다. 경석은 여자 친구에게 결연히 결별을 선언하고도 

아무 이유 없이 다시 그녀의 에 있다. 그러나 이런 성

격의 모호성들은 스토리의 몰입을 방해한다. 객의 몰

입은 자신이 악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속 인물에 

한 감정 이입이며 그들에 한 기 가 어떻게 조응되고 

배반되느냐에 있다면, 이 인물들의 모호성은 그것을 어

렵게 한다. 그리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을 찰하

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리틀>과 <가

족>의 캐릭터 차이는 한 양 문화권이 갖고 있는 개인

주의에 한 편차를 보여 다. 공동체  연 감과 오래

에 결별한 미국식 개인주의가 특별함, 구별에 그 가

치를 두고 있다면, 여 히 공동체의 기억이 강한 한국

식 개인주의는 평범함, 유사함의 발견에 더 가치를 두

는 것이다.

7. 사회적 조건과 스토리텔링

2007년 통계에서 미국의 조이혼율3)은 3.5, 한국의 조

이혼율은 2.5로 30%정도 미국이 높다. 그러나 1970년과 

2007년의 이혼율 변화추이를 보면 차이는 더 극명해진

다. 미국의 1970년 조이혼율은 3.5명, 2007년 조이혼율

은 3.7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1970년 

0.4에서 2007년 2.5로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났다[23]. 미

국 사회는 1970년  이미 일상화된 이혼을 경험했고, 

그것은 이혼 이후의 가정, 즉 비 연 인 가족의 경험

도 그 만큼의 시간 동안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에 한국 사회는 이제 막 이혼율의 정 에서 이혼이라는 

사회  상을 인정해 가는 단계에 있다. <가족>의 이

야기는 가족 구성원의 이혼,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한 해

체와 그 뒤의 재통합 과정에 집 돼 있다. 그것은 갑작

스럽게 증가된 이혼과 그로 인한 재혼가정의 출 에 당

황해하고 있는 사회에게 가족의 해체와 재통합의 당

성과 애정이 새로운 가족 구성의 기본  제임을 역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리틀>은 해체와 재통합의 당

성보다는 그 이후, 즉 그것들의 역할과 유지에 이야

기를 집 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상처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여

히 가족  연 감의 근원으로서 여 히 유효하며 유

지해나가야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가 

한 사회 속에서 생성 소멸되는 것이라면 그 문화의 축

인 스토리텔링 역시 그 사회의 상태를 반 한다. 두 

화가 같이 가족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들이 만

들어지는 시기의 사회  분 기가 가족에 한 담론을 

은연 에 작가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사회의 재  상태는 제재로서 가족을 선택하는 것

3) Crude Divorce Rate: CDR 인구 천 명당 인 이혼율로 산출방

법이 간단하고 국제비교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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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구체 인 스토리텔링의 방식까지도 조율

하고 있는 것이다.

두 화의 개별  특성을 일반화 시키는 험은 있어

도, 미국 화 속의 스토리텔링은 객의 경험을 조율

하는 산업  스토리텔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

고, 반면에 한국 화의 스토리텔링은 여 히 작가로서 

감독의 개인  비 의 실 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는 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화와 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

다. 그것의 이유는 창작자들 못지않게 수용자인 객들

도 그 문화권이 유지해온 특정한 스토리텔링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리틀 미스 선

샤인>의 경우가 그랬듯이 미국 내 시장에서 상당한 흥

행실 을 올린 많은 미국 화들이 한국에서는 처참하

게 실패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미국의 객들이 단선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의 명확성을 선호한다면, 한국 

객들은 감독이 화 속에서 암시하는 의미와 스타일, 

그리고 캐릭터의 실성들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사회가 갖는 사회  상태와 문화  

습은 포 으로 스토리텔링에 여돼 나타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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