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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한국 트렌디 드라마와 

일본이라는 시차(時差/視差)

－KBS2TV 드라마 ｢느낌｣을 중심으로

임 미 주*1)

한국에서 매체를 통한 해외 문화 유입이 시작된 이래, TV드라마는 오랫동안 일

본 방송에 대한 모방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1990년대에는 구체적으로 표

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1998년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은 그간 일본 드라

마의 불법적인 유통이나 무분별한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양국 대중문화가 가졌던 다양한 교차점이나 담론을 여과시키는 한계를 발생시키기

도 했다. 본 연구는 일본을 통해 수입된 개념인 트렌디 드라마가 이전 드라마의 지

배적 관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가는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

서 어떤 참조점과 변용을 갖게 되는지 분석한다. 1994년 KBS2TV에서 방영된 드라

마 ｢느낌｣은 일본 만화인 쇼지 요코(庄司陽子)의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

た?)｣(1977)라는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표절 혐의를 받았으나, 만화와 

달리 드라마는 남성 인물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트렌디한 현실을 서사화하며 연

애의 성공을 결말로 그려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동시기 일본

에서 방영되었던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이라는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

제적 부흥기를 맞은 한국과 이미 버블 경제가 끝난 일본이라는 시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1990년대 트렌디 드라마는 일방적 문화 수용이 아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TV드라마 서사의 탄생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트렌디 드라마, 느낌, 오라버니는 누구, 너와 있던 여름,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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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 동아시아와 ‘트렌디 드라마’라는 현상

본 연구는 “일본으로부터 직수입”되었다는 한국의 ‘트렌디 드라마’를 분

석하기 위해,1) 그 기원이 되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매체적 측면과 서사적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로컬리티에서 발생한 다

양한 문화적 교차점이 어떻게 확산되고 변용되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한

국에서의 매체를 통한 해외 문화 유입은 1950년대 미군에 대한 서비스 목

적으로 방송된 AFKN과 일본 규슈 지역의 라디오 방송이 전파를 타고 부

산에 닿았던 것에서 이미 시작되었다.2) TV드라마의 경우 항상 일본 방송

에 대한 공공연한 모방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에도, 구체적으로 

표절 관계가 지적된 것은 1980년대 “｢간난이｣란 드라마가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 ｢오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 시비가 일어났던 것이 전부”였

다.3) 이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이 발표되면서 2000년대 이후 

｢연애시대｣(SBS, 2006), ｢하얀거탑｣(MBC, 2007), ｢꽃보다 남자｣(KBS2TV, 

2009) 등의 작품이 정식으로 리메이크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작품들에 

 1) 이동후,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문화적 형성-탈국가적 문화 수용 양식을 중심으로-｣, 조한혜

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132면.

 2) 김성민, 일본을 禁하다, 글항아리, 2017.

 3) 이동후, 앞의 글, 135면.

목차

1. 서론: 1990년대 동아시아와 ‘트렌디 드라마’라는 현상
2. 기원으로서의 일본과 매체의 전유 -｢오라버니는 누구?(に

いさまどなた?)｣의 차용 문제
3. 경제적 조건과 서사의 탄생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과의 비교
4. 전시되는 ‘트렌디’와 감정 교육
5. 결론



1990년대 한국 트렌디 드라마와 일본이라는 시차(時差/視差)

 135

대한 재발견을 요구하는 것이다.4) 다시 말해, 기술적 한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국가 간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에도 국경을 경계로 한 법적 

장치들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작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 작품들 사이의 유사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오늘날 “이른바 ‘한류’를 비

롯한 대중문화의 월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며, 자

아, 사회적 제 관계, 모든 텍스트 및 담론들과 사회적 시스템과 관계되며 

생산된다.6) 대중문화의 대표적 장르인 TV드라마 역시도 사회적 관계나 

텍스트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텔레비

전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대적 맥락에 따라 TV드라마

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라는 배경과 긴밀하게 연관해 논의될 수밖에 없

다. 1998년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은 그간의 일본 드라마에 대한 불

법적인 유통이나 무분별한 수용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음지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던 양국 문화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공유되었던 대중문화가 가진 여러 담

론이나 다양한 문제들마저 여과되어 버린 한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

한 맥락에서 기술적 제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져 양국의 문화가 빠

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시기임에도 양국간 저작권 개념이 구체적으

로 적용되지 않던 시기7)인 1980-1990년대에 방영된 작품을 통해 구체적

 4)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번역-｢연애시대｣의 문화 번안 및 매체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연구 No.37, 2009, 515면.

 5) 권두현, ｢추리의 서사와 인정투쟁의 드라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문학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31-132면.

 6) 존 피스크, 박만준 옮김, 대중과 대중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7) 김성민에 따르면 한일 간 저작권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부상되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한국에서 해적판으로 출판된 것에 대해 공식 항의가 있었던 것과, 조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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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일은 중요하다. 저작권은 한편으로는 창작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사의 자유로운 재맥락화 가능

성을 제한하는 제도의 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트렌디 드라마에 대한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스타일리스트, 헤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간연출자 등 등장인물들

은 모두 외국어(カタカナ)로 된 직업.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고급 취

향의 인테리어로 치장된 도시의 고급 아파트(マンション). 이탈리아식 캐

주얼, 아메리카식 캐주얼 등 최신 유행의 패션으로 몸을 치장하고 세련된 

차를 몰고 다닌다. 후에 ‘트렌디드라마’로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드라마

로 새 시대를 연 작품이 이것. ｢안고 싶어!(抱きしめたい!)｣로 후지테레비 

(フジテレビ) 드라마는 텔레비전 업계에서 리더 격의 존재가 된다. 후지

테레비는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 20-30대 여대생이나 직장여

성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를 기획했다. 그때까지 후지테레비의 목요일 10

시 드라마가 30-50대의 주부층을 공략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 

(중략) 타겟이 된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가? 방송 스태프들이 주목한 것은 그에 대한 답이었다.8) 

오카다 요시카즈에 따르면 트렌디 드라마는 장르적 의미로 쓰기도 하

고, 특정 시대의 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젊은 남녀의 집

단연애극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장르적 특성을 보여주며,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와 겹쳐 경제적 호황기에서 비롯된 경박한 연애드

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곡가가 인세 미지급을 두고 일본의 레코드 회사와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양국은 저작권에 대한 어떠

한 법 제도도 공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문제들과 관련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

했는데, 이러한 느슨한 장치 하에서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성민, 앞의 책, 162-163면.

 8) 東京ニュース通信社, テレビドラマ全史1953～1994, 1994, 5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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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로 규정되기도 한다.9) 주목해야할 것은 여러 논자들에게서 트렌디 

드라마가 TV드라마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와오 수미코 역시 버블 경제로 사회가 소비 과열로 치닫게 된 일본에서 

기존 홈드라마가 사라지고 트렌디 드라마가 주류가 된 현상을 지적하는

데, 그는 당대 젊은 여성들에게 연애뿐 아니라 “삶의 매뉴얼을 제공”했다

는 의미에서 트렌디 드라마에 주목한다.10) 이전까지의 홈드라마에서 묘

사되는 수직적 관계는 트렌디 드라마 시기를 전후로 수평적인 유사 가족

의 관계로 변화하는데, 이를테면 일본에서 트렌디 드라마가 시작되기 직

전 인기를 끌었던 ｢금요일의 부인들에(金曜日の妻たちへ)｣(TBS, 1983)의 

불륜 서사 역시, 부부 관계를 수평적인 위치에서 다루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1) 일본 트렌디 드라마는 주로 ｢남녀 7인 여름 이야기(男

女7人夏物語)｣(TBS, 1986), ｢너의 눈동자를 체포한다(君の瞳をタイホする)

｣(フジテレビ, 1988) ｢안고 싶어!(抱きしめたい!)｣(フジテレビ, 1988) 등의 

작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듯 “1980년대 후반부터 TV드라마의 

주류가 된, 주인공의 인생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이 OL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이들의 가치관이나 패션, 나아가 소비방식에까지 영향”을 준 트렌디 드라

마는,12) “패션잡지에서 나온듯한 세련된 젊은이들, 혼자 살긴 너무 넓게 

느껴지는 고급 아파트, 최첨단 인기 스폿, 우연의 연속, 의외의 전개와 결

말, 정신없이 바뀌는 스토리” 등이 그 특징으로 꼽힌다.13) 

한국에서도 역시 트렌디 드라마를 독자적인 드라마 장르로 보기는 어

렵지만 기존의 지배적 관습을 넘어서는 새로운 드라마 형식의 가능성을 

 9) 岡田惠和, ｢TVドラマ·メモリーズ(24)トレンディドラマとはなにか｣, 図書 670, 岩波書店, 

2005.2., 34면.

10) 이와오 수미코, 김영덕 외 옮김, TV드라마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9면.

11) 山下興作, ｢新しい男性像を求めて -トレンディドラマにおけるヒーロー像の変遷｣, 放送芸術

学 17, 2001.

12) 藤竹曉, ｢TVドラマの中の戦後｣, 諸君 27(1), 1995, 164-174면.

13) 加藤由春, ｢トレンディドラマと若者｣, 更生保護 44(6), 1993, 46-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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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인성은 이전 드라마와 달리 

트렌디 드라마는 서사 진행 방식이 비교적 헐겁고, 사건 진행을 위한 인

물의 대화가 제한되는 반면, 음악 등 주변적 요소나 조명과 세팅을 활용

한 영상 이미지들은 돋보인다고 주장한다.14) 이어 그는 서사적 층위에서 

대부분의 트렌디 드라마가 서구식 신데렐라 콤플렉스, 전통 이야기 콩쥐

팥쥐와 같은 단순한 멜로드라마적 플롯을 기초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야

기적 새로움은 없다고 지적한다. 내용보다는 형식, 이데올로기적 의미보

다는 시각적 이미지의 물질성이 강조되는 텔레비전 매체의 포스트 모더

니즘적 성향이 새로운 대안 장르가 되어간다는 것이다.15) 이은애 역시 비

슷한 맥락에서 트렌디 드라마의 특징을 1) 선악 대결의 여성이 등장함으

로써 권선징악의 이데올로기 생산, 2) 극단적인 애정행각에 치우침, 3) 소

비지향적 캐릭터와 설정, 4) 신데렐라 구조의 순환 등으로 꼽으며,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6) 

반면 ｢질투｣(MBC, 1992)를 트렌디 드라마의 원조로 기록하며, 트렌디 

드라마가 이전까지의 심각한 갈등이나 진지한 전개에서 탈피해 인물들의 

갈등이나 분위기, 배경을 가볍게 함으로써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는 연출

자의 의도로부터 탄생했다는 논의도 있어 주목을 요한다.17) 트렌디 드라

마가 멜로드라마적 “출생의 비밀, 사랑과 야망 갈림길, 치명적 음모도 없”

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1) 에피소드 중심, 2) 젊

은층 시장의 반영, 3) 가벼움과 휘발성, 4) 영속성이나 진득함 배제, 5) 원

색성 기피 등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글에서 트렌디 

14) 황인성, ｢‘트렌디 드라마’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텍스트의 즐거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언론학보 Vol.43No.5, 1999, 232-233면.

15) 위의 글.

16) 이은애, ｢한국 트랜디 드라마를 통해 본 문화 산업 비판｣,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No.21, 

2006.

17) 신상일·정중헌·오명환, 한국 TV 드라마 50년사-통사,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4, 

403-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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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캔디 스토리”의 서사이자, 여성 인물의 경우 악녀와 히로인의 

스테레오타입이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직위·학벌집안능력까지 네 박자

를 갖춘 완벽한 미남 왕자들”이 퀸카를 마다하고 어딘가 부족한 여성 인

물을 택하는 서사로 규정하는 점은 의아하다.18) 멜로드라마적 전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와 신데렐라, 캔디적인 서사에 머무른다는 평가가 다소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기존의 시각들은 오히려 트렌디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

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트

렌디 드라마를 하나의 장르로 볼 수 있는가의 물음까지도 갖게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트렌디 드라마가 이전 드라마의 지배적 관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가는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

들이 우세해지면서 다시 관습화되어가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시 초기 트렌디 드라마가 공유하고 있었던 일본 트렌디 드라마와의 상

호 관계가 중요한 참조 지점으로 요구된다. 문화적 국경이 느슨해졌던 시

기, 일본문화에 대한 반감이자 선망이라는 양가적 감정이 만들어낸 변용

들이 TV드라마 서사에서도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트렌디 드라마는 동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각각의 지역에서 수용되면서 불균형하

게 유통되고 재맥락화되며 새로운 문화 권력 관계를 만들어냈던 서사 유

통의 지표로 볼 수 있다.19) 이와 관련해 일본 트렌디 드라마의 제작과 수

출이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미디어 영역에서 

주춤하면서 한국의 드라마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역시 간과해

18) 위의 책.

19) 이와부치 고이치 지음,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옮김,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4, 214면. 이동후 역시 “한국 대중문화 형성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가 일본 

대중문화에 이식된 서구 미디어 문화나 전지구적 소비문화를 재이식하며 진행되는 잡종화 

과정으로 보고, (중략) 1990년대 트렌디 드라마를 통해 전지구적 문화의 코드들이 한국 안방

극장에 반영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세계지역화의 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동후, 앞의 글, 125-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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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될 사실이다.20) 

그 시작으로 본 연구는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느
낌｣(극본 오수연·김영찬, 연출 윤석호, KBS2TV 수목드라마, 1994.07.20.- 

09.08.)21)을 주 분석텍스트로 두고, 먼저 실제 표절 혐의가 제기되었던 일

본 만화 작품과 서사적 층위에서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어 일본에

서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영향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드라마를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90년대 드라마의 표절 의혹은 방영 당시부

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22) 국외 정보에의 접근이나 공유가 더 용이해짐

20) 추아 벵후아, 이정일 역,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개념화｣, 김소영 편저, 트랜스: 아시아 영상

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42면.

21) ｢느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름방학을 맞아 썸머스쿨로 프랑스에서 한국에 오게 된 김유

리(우희진 역)는 엄마 친구인 경진(정영숙 역)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조

명 사업을 하는 경진에게는 미대생인 한빈(손지창 역), 경영학도인 한현(김민종 역), 체육학

과에 다니는 한준(이정재 역),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유리의 등장으로 형제들은 묘한 신경전

을 벌이게 된다. 빈에게는 어린시절부터 친구이자 애인과 같은 관계인 혜린(이본 역)이 있고, 

현에게는 “느낌이 좋아”서 그를 따라다니는 후배 주희(이지은 역/유리의 친구)가 있다. 유리 

역시 미술 전공으로 빈과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면서도, 유리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준과도 

자주 따로 만나게 된다. 친구의 죽음으로 친구의 아이들인 남매를 경진과 유리 엄마가 한 명

씩 맡아 키우게 되었다는 과거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된 현은, 나름의 추리를 통해 자신을 

유리의 친오빠로 확신하고 번민에 싸인다. 여름방학이 계속되던 어느 날, 프랑스에 사는 엄

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유리. 이야기는 4년 뒤로 넘어가고, 미국 유학을 마치

고 온 현, 소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벌인 빈, 혼자 힘으로 리어카에서 테이프 장사와 

모델 일을 병행하는 준 곁에 엄마를 여읜 유리가 다시 돌아온다.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었던 

이들이 다시 갈등을 겪는 것을 본 엄마는 유리를 입양하겠다고 선언한다. 유리는 불쾌해하지

만, 삼형제는 유리에 대한 감정 때문에 엄마의 의견에 반대하고, 또 자신들 중 유리의 친오빠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복잡해하기도 한다. 결국 유리의 친오빠는 준으로 밝혀지고, 

빈과 혜린의 결혼식에서 인물들이 모두 모이며 작품은 막을 내린다. 

22) “우선 드라마주제곡이 일본그룹 ｢하운드 독｣이 부른 ｢플라이｣를 모방했다는 주장이 나와 가

요계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드라마의 큰 줄거리가 일본 후지TV가 방영한 ｢도쿄러브스

토리｣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표절 여부는 공륜 등에서 가릴 일이지만 이런 

소동은 이 작품이 다분히 일본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 젊은이가 일본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려한 치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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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그 영향 관계나 표절 의혹의 실상이 확

인되고는 있지만,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트렌디 

드라마=일본 드라마 표절’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어왔다는 것 역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1990년대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문화적 형

성은 세계지역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차원적으로 교차된 문화적 융화이

며,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제 막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한

국 드라마의 한 기원을 해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기원으로서의 일본과 매체의 전유 -｢오라버니는 누구?(にい
さまどなた?)｣의 차용 문제

｢느낌｣은 일본 만화인 쇼지 요코(庄司陽子)의 ｢오라버니는 누구?(にい

さまどなた?)｣(講談社コミックプラス, 1977/昭和52年)라는 작품과 유사하

다는 지적을 받으며 표절 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23) 실제로 ｢오라버니

빈 ｢압구정風｣｣, 조선일보, 1992.07.14.

“드라마에도 이 풍조가 침투돼 MBC 미니시리즈 ｢질투｣는 일본 니폰TV의 ｢도쿄 러브스토리｣
와 내용 및 특정 화면구성이 흡사하고” ｢TV프로 外國모방 “위험수위”｣, 동아일보, 

1994.01.13.

｢질투｣를 둘러싼 당대의 위와 같은 표절 혐의는 재고의 여지를 가진다. 일방적 표절로 지적

하기에 ｢질투｣가 갖는 트렌디 드라마로서의 자기지시성은 일본 트렌디 드라마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지점이며, 단순히 트렌디 드라마의 대표작이라는 측면에서 ｢도쿄러브스토리｣와 

비교되기에 ｢질투｣는 오히려 위에서 언급했던 80년대 일본 트렌디 드라마와의 비교가 더 적

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23) “또 KBS 2TV가 방영하고 있는 미니 시리즈 느낌은 80년대 한 무명만화가가 일본 만화를 불법 

복제해 발표한 ｢물빛 커튼을 열면｣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드라마영화 표절시비 

잇달아｣, 경향신문, 1994.09.07. 또한 이동후가 정리한 표절 의혹 드라마 목록에서도 ｢느낌｣
은 “일본 순정만화 ‘불빛 커튼을 열면’”과 “인물 설정과 구도”가 유사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동

후, 앞의 글, 136면. 두 자료에서 언급되는 ｢물빛 커튼을 열면｣(‘물빛’인지 ‘불빛’인지 해당 작

품을 찾지 못해 확인 불가능)이라는 작품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오라버니는 누구?(にい

さまどなた?)｣의 해적판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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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라는 작품은 삼형제 중에 여주인공의 친오빠

가 있고, 한집에 살면서 그 오빠를 찾는다는 설정 및 삼형제가 각각 예술

적인 면모, 지적인 면모, 스포츠맨의 면모를 특징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
느낌｣과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나아가 삼형제는 모두 여주인공을 좋아하

게 되는데, 양부모가 여주인공을 입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펼쳐

진다는 점 역시도 유사하다. 이처럼 당대 무수한 작품들이 일본의 대중문

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 없이 명확하게 출처를 밝

히지 않은 채로 활용했던 점은 분명 비판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비판과는 별개로 서사적인 층위에서 기본적인 설정이

나 인물의 구도가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당대 드라마 서사에 

반영된 한국 문화의 특수한 지점들이 포착될 수 있다.

｢느낌｣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작품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

도록 하겠다. 작품은 엄마의 유언에 따라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찾

아가는 시실리(シシリー)의 모습을 등장시키며 시작된다. 생활고에 시달

리다 아들을 부잣집인 루스 가(ルース家)에 버린 엄마(의 죽음)와 시실리

를 불쌍하게 여긴 오빠의 양부모는 시실리 역시 집에서 함께 살게 한다. 

시실리를 여동생으로 받아들이며 삼형제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24) 

딩동(ディンドン), 크루(クルー), 앤디(アンディ), 세 명의 오빠들에게 “공

주(お姫さま)”25)처럼 떠받들어지며 시실리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화려

한 옷을 선물 받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부족했던 공부를 배우기도 한다. 

24) 크루의 말, “분담하자.(分担しよう。) (중략) 그래, 앤디, 너는 같은 학교인데다 교우관계도 

좋으니까 스포츠랑 친구 사귀기를 맡아. 딩동은 취미도 취미인 만큼 복장과 몸가짐, 댄스나 

사교술이겠군. (そう、アンディ、おまえはおなじ学校だし人づきあいもいいからスポーツと

友だちづくり。ディンドンは趣味が趣味だから服装とか身のこなし、ダンスや社交術かな。) 

(후략)” 이어 딩동의 말, “그리고 네가 공부다. (そしておまえが勉強だ。)” 庄司陽子, ｢にいさ

まどなた?｣, 講談社コミックプラス, 1977/昭和52年, 31면.

25) 위의 책,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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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삼형제는 사소한 계기로 각각 시실리를 좋아하게 되는데, 

먼저 앤디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시실리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26) 형들

의 조언에 따라 시실리에게 “사교댄스(モダンダンス/社交ダンス)”27)를 가

르치고자 한다. 형들은 시실리를 좋아하는 앤디가 만약 시실리의 오빠라

면 그것은 “근친상간”이라고 지적한다.28)

흥미로운 것은 이전까지 주로 시실리의 내면을 제시하며 전개되던 서

사가 앤디, 딩동, 크루 순으로 시실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

26) 앤디의 말, “그렇게 몸이 가볍고 날렵한 애는 처음 봐. 마치 사슴처럼 뛰더라니까 (あんなに

体がかるくてすばしこい子見たことないよ。まるでかもしかのように走るなんだよ！)” 위의 

책, 45면.

27) 위의 책, 46면.

28) 딩동의 말, “하지만 네가 오빠라면 근친…… 근친…… (だがおまえが兄きだったら近親…… 近
親……)” 이어 크루의 말, “상간(相姦)” 위의 책, 48면. 이렇듯 ‘근친’적인 서사는 ｢느낌｣의 감독 

윤석호의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가을

동화｣(KBS2TV, 2000)와 ｢겨울연가｣(KBS2TV, 2002)에서도 역시 남녀주인공이 남매였거나 남매

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갈등의 주요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친의 모티프가 두 작

품에 선행하는 ｢느낌｣에서, 나아가 일본 만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역시 세밀하게 논의될 필

요가 있다.

▲ 1977년 고단샤(講談社)에서 발행한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는 현재 코단샤
의 인터넷 웹사이트 (https://kc.kodansha.co.jp/product?item=0000025319)에
서 27면까지 무료보기로 제공하고 있다. 인용된 부분은 무료보기로 제공된 작품의 앞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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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남성 인물들의 내면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앤디

는 자신이 시실리의 오빠인지 아닌지에 온 신경이 가 있어 유도 시합에서

도 집중력을 잃고 지고 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앤디가 시실리에게 거리

를 두며 어색해지자, 형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 축제에 둘을 초대한

다. 이 때 서구적으로 설정된 만화의 분위기에 맞추어,29) 대학 축제 중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참석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된다. 오빠들과 

차례로 춤을 춘 시실리는, 크루에게도 같이 춰달라고 제안하는데 춤에 서

툰 나머지 크루는 시실리의 발을 밟고 만다.30) 시실리의 표정 변화를 재

빠르게 눈치챈 딩동은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을 봐주는데, 그때 

부끄러워하는 시실리를 귀엽다고 느끼며 반하게 된다.31) 마지막으로 크

루의 경우, 우연히 욕실에서 시실리를 마주쳐 형제들로부터 핀잔과 추궁

을 당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시실리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32) 자신

이 오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크루와 달

리, 시실리는 “앤디도 좋고, 딩동도 좋고, 크루도” 좋지만, “크루는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그와의 결혼까지 꿈꿀 지경이다.33) 

새 삶에 적응한 시실리에게 루스 가의 양부모가 다시 한번 입양을 제

안하자,34) 시실리를 좋아하게 된 삼형제가 이를 거부하면서 작품의 갈등

29) 작품의 그림체, 등장인물들의 이름, 배경이 되는 공간의 지명 등이 모두 서구적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반 이후 시실리의 친구로 등장하는 메리나 사바로(メリーナサバロ) 역시 “이

탈리아계(イタリア系)”로 소개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위의 책, 97면.

30) 시실리의 말, “춤 춰줬으면 좋겠어. 나, 모두와 춤추고 싶어.(おどってほしいな、あたし。み

んだとおどりたい。)” 위의 책, 80면.

31) 딩동의 독백, “귀여웠어.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かわいかったな。大きく目を

見ひらいて、赤い顔して。)” 위의 책, 89면.

32) 크루의 행동을 지적하는 딩동의 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自分で気づかないだ

けだ……)” 위의 책, 134면.

33) 시실리의 독백, “アンディもすきで…… ディンドンもすきで…… クルーも…… あ また、ク

ルーの名まえを思うだけで胸がつまっちゃう” 위의 책, 136면.

34) 처음 시실리를 루스 가에 받아들이면서도 양부모는 입양을 권유했다. 시실리는 처음에는 “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以前はあたしがほんとうの両親を愛してたからことわったの)”,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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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자신을 싫어한다고 오해한 시실리가 집을 나가고 

형제들이 차례로 시실리를 회유하지만, 결국 시실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시실리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예상대로 크루다. 작품은 양부모가 시

실리의 친오빠를 앤디로 밝히고, 크루가 시실리를 좋아한다고 가족들에게 

고백한 뒤 두 사람의 약혼식이 이루어지며 결말을 맞는다.35) 

｢느낌｣이 참조하고 있는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는 고단

샤 만화 프렌드(講談社コミックスフレンド) 시리즈 중 한 편이며, 프렌드

의 경우 고단샤에서 10대 여학생을 공략하기 위해 소녀 취향 만화를 주로 

연재했던 잡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사의 많

은 부분이 시실리의 내면을 보여주며 전개되고 연애 감정 묘사에 많은 내

용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느낌｣의 경우 여주

인공인 유리보다는 남자 주인공인 한준의 내면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

며, 드라마 자체가 한준의 성장 서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의 시실리는 이미 서두에서 

엄마의 유언에 의해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느낌｣의 

유리와 다르며, 오빠를 찾으러 간 집에는 ｢느낌｣에서와 달리 버젓이 아버

지도 있다. 이는 ｢느낌｣이 한준의 성장스토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차이라 하겠다.

또한 만화의 배경이 서양의 어느 나라로 막연하게 제시되면서 신데렐

라 서사를 차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36) ｢느낌｣은 좀 더 분명하게 사회적 

째는 “삼형제 중에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三人の息子だちのうちのだれかをすきに

なったのね)” 이를 거절하고자 했다. 위의 책, 145면.

35) 시실리와 크루의 약혼식에서 딩동은 시실리가 다니던 모던댄스 스튜디오의 선생님과, 앤디

는 시실리의 친구 메리나와 연애 관계가 시작될 것이 암시된다. 작품의 마지막 컷은 앤디의 

말,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인데!(そんなぼくらの恋はこれからなのに！)”와 딩동의 말, “마

마보이를 극복할 연상의 부인을 찾았는데!(マザコン解消の年上妻を見つけたのに！)”로 채워

져 있다.

36) 가난했던 시실리가 부잣집 딸로 ‘교육’되며, 계급적·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의 결

말을 맞는다는 점, 그 과정에서 무도회 등의 에피소드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이 그 예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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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가지고 온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의 초기 트렌디 드라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유리는 시실리와 달리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다

는 설정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가진 인물이

다. 또 만화 속 양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설정되어 있으나, ｢느낌｣의 엄마

는 자기 사업을 가진 여성으로 설정되어 훨씬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진

다. 나아가 대학생 주인공들의 입사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는 드

라마의 경우,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활용하기에 더 적합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느낌｣은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로부

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오면서도, 구체적으로 당대의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화와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화 속 

시실리와 크루의 결혼은 드라마에서 한빈과 혜린의 결혼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한준이 유리의 친오빠로 밝혀짐으로써 한준의 성장 서사에 연애 

항목은 누락된다는 것이 문제적이라 하겠다.37)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위 트렌디 드라마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젊은이들의 러브스토리에 대부

분의 서사를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낌｣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단지 러브스토리의 층위에서만 단순히 남녀 간의 연애감정이나 

관계를 다루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느낌｣의 경우, 물론 표면

적으로는 삼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

만, 삼형제 중에 여자 주인공의 혈육이 있을 수 있다는 과거의 사건이 삽

입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중심 러브라인의 불가능성이 혜린, 주희 등의 주

다.

37) 만화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에서도 여주인공이 둘째 오빠를 좋아한다는 설정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유리에 대한 한현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한현은 유리의 친구

인 주희와 연애 아닌 연애를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결말 부분에서 갈등하던 한빈

이 혜린과 결혼하면서 분명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달리, 한현과 주희의 관계는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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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물들의 역할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38) 트렌디 드라마가 연애 관계

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전제하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이

를 연애 서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사적 실험을 했던 초기 트렌디 드

라마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비교를 통해,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와 ｢느
낌｣은 삼형제 사이에 남매일 수 도 있는 여성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미

묘한 경쟁 심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틀은 비슷하지만 추동하는 

동력에서는 분명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70년대 10대 여학생을 

주 독차층으로 한 만화에서는 이른바 가난한 여성이 구원자 남성을 만나 

결혼에 골인하는 신데렐라 서사가 지배적이었다면, 1990년대 한국 TV드

라마 서사에서는 신데렐라 서사가 누락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반영해 젊은이들의 입사 과정을 더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

이다. 여기에 십대 취향을 공략한 ‘만화’에서 대상 연령을 넓힌 ‘TV드라마’

라는 매체적 차이와, 경제적 격차가 부각되는 신데렐라 서사의 시대와 경

제적 풍요 위에서 새로운 서사로의 시도가 가능해진 시대적 차이가 반영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3. 경제적 조건과 서사의 탄생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과의 비교

｢느낌｣에서는 세 명의 남자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막내인 한준

38) 앞서 언급했듯 ‘출생의 비밀’과 관련해 멜로드라마적 전개를 보여주는 것은 ｢느낌｣의 감독 

윤석호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모티프이다. 다만 ｢느낌｣에서는 이러한 모티프를 

무거운 분위기로 다루지 않는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작품에서는 비극적이고 신파적인 

분위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서사 진행의 방식

이 복고적으로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현대소설연구 87(2022.9)

148 

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엔딩크레딧은 배우의 실제 연령

을 고려해 정영숙,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 순으로 출연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회가 한준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며 마지막회가 한준의 내

레이션으로 마무리 되는 등 모두가 한준을 부각시키는 구성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는 어머니는, 집안의 

문제를 주로 장남 한빈과 상의한다. 캐릭터상 한빈에 비해 훨씬 이지적이

고 판단력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쌍둥이 동생인 한현이지만, 몇 분 

차이라도 형인 한빈에게 가장의 권위가 분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쌍둥이라는 설정, 대조적인 성향 등으로 장-차남간의 라이벌 구도가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빈과 대립되는 위치에 서는 것은 

막내인 한준이다. 한준은 전체 서사 속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뭉치

처럼 등장하는데, 그 때마다 그를 꾸짖거나 타이르는 역할은 장남 한빈이 

맡는다. 작품이 유리를 두고 삼형제가 대립하는 애정 대결 구도를 중심에 

두고 전개됨에도, 유리로 인해 감정적인 혼란이나 본격적인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은 한빈과 한준의 경우뿐이다. 구체적 장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회,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유치장에 갇힌 한빈을 꺼내주기 위해 등장

하는 보호자 역시 한빈과 엄마이다. 이는 미성숙한 한준이 집안의 가장을 

▲ 가장 역할을 하는 형과 
늘 대립하는 것은 쌍둥이 한
현보다는 한준의 몫이다.

▲ 한준의 보호자로 유치장을 
찾은 것은 엄마와 큰형인 한빈
이다.

▲ 한준은 가족 구성원 중 막
내지만, 늘 적극적으로 자신
의 의견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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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고 있는 한빈과 대립함으로써 새로운 아버지 되기를 욕망하는 남

성 주체로서 거듭나게 하려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또한 3회에서 한준이 다리를 다친 유리를 업거나, 다툰 형들과 돌아오

는 길에 게임에서 져서 번갈아 형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연출

되는데, 이는 한준에게 부여된 책임감, 혹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

여되는 무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7회까지 대학생이었던 

인물들은 4년 후로 그려지는 8회부터는 성인이 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유리에게 거절당한 한준은 군대를 다녀온다는 설정으로 입사의식을 대신

하고 있다.

제대 후 한준은 스스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다.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형들과 달리, 한

준은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팔기도 하고, 모델 일을 통해 모은 돈으로 한

빈의 친구인 춘수(손종범 역) 형과 신발이나 옷을 파는 사업을 하기도 한

다. 물론 한빈 역시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회사를 꾸려가고 있다는 

점 역시도 주목할 수 있다. 작품 마지막에 엄마 경진의 사업이 위기를 맞

이하면서 삼형제는 자신들이 가능한 방식으로 엄마를 돕는데, 결과적으로 

엄마의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한빈과 한준임을 알 수 있다. 

▲ 드라마 초반에는 사소한 장면이지만 한준이 다른 인물들을 업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
는 물론 다른 형제들의 ‘감수성’이나 ‘지적 능력’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한준의 신체적 
능력을 강조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의 책임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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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과 ‘피’의 메타포로 강화되는 남성성

이렇듯 한준을 중심으로 한 남성 인물들의 욕망에 주목하면서 이 드라

마가 제시하는 남성성이 무엇인가를 동시기 일본 드라마와의 비교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두 작품이 발표된 ‘1994년 여름’이라는 동일한 

시간의 감각에는 경제적 부흥기였던 한국의 상황과 이미 버블 경제가 끝

난 일본이라는 시차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서사적 층위에서 남성 인물들을 주조하는 방식에서도 그러하지만, 동시대

의 트렌드를 배경으로 제시하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비교가 된다.

｢느낌｣과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극본 北川悦吏子, 연출 本間欧
彦·中江功·岩本仁志, フジテレビ 月9, 1994/平成6年.07.04.-09.19.)39)은 

배경, 소품, 연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드라

39)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취직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 이리에(入江)의 집에, 입시 준비로 학원에 다니기 위해 도쿄에 온 먼 친척 아사미

(朝美)가 머물게 된다.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이리에의 엄

마는 급히 병간호를 하러 가버린다. 이리에는 대출로 차를 사서 형편이 어려워진 후배 스기

야(杉矢)까지 집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세 명은 방학동안 한 집에 살게 된다. 날라리였던 아

사미는 남자친구와 만날 속셈으로 도쿄에 온 것이었지만 정작 찾아가보니 그는 이미 다른 여

자와 살고 있었고, 학교 선배 케이코(憬子)를 좋아했던 이리에 역시 그녀의 결혼 발표로 절망

한다. 스기야만이 우여곡절 끝에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사귀게 된다. 투닥투닥하면서도 이어

진 셋의 동거는 아사미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리에를 좋아하게 되고, 파혼당한 케이코가 이

리에에게 마음을 열면서 갈등에 봉착한다. 그러던 중 자신이 어느새 아사미를 좋아하게 된 

것을 알게된 스기야 역시, 아사미의 짝사랑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괴로워한다. 파혼 당한 상

대와 이리에 사이에서 고민하는 케이코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리에를 위로하던 중, 자신의 마

음을 고백하며 갑자기 쓰러지는 아사미. 알고보니 아사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

이었고, 고민 끝에 중절을 결심한다. 수술과 회복의 과정에서 다정하게 챙겨주는 이리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버린 아사미지만, 그곳에서도 아사미는 별로 환영받지 못

한다. 이리에는 아사미의 고향까지 찾아가 절망에 빠진 아사미를 다시 도쿄로 데리고 온다. 

케이코에게 미국 취업을 권유받지만 이리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사미를 지키고자 하는데,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것을 안 아사미는 자살 시도 끝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름 

방학은 끝을 향해 가고, 세 명은 마지막 바다 여행을 통해 이 여름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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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방영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영향관계

를 규정짓기는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두고, 대

학교와 집이라는 공간적 설정을 한 점에서 서사적 층위에서의 비교나, 여

성 주인공의 유사한 스타일 연출 등은 드라마의 이미지 혹은 공유되고 있

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두 작품의 작가 역시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와 상호 관계를 분석

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오수연의 경우, 

윤석호와 함께 ｢느낌｣ 외에도 ｢가을동화｣를 함께 만들었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겨울연가｣의 제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흥미로운 것은 ｢가을동화｣에서 ｢겨울연가｣로 이어지는 시리즈 격의 

작품들 역시 ｢느낌｣과 유사하게 근친과 같은 설정으로 연애 서사가 만들

어진다는 사실이다. 기타가와 에리코(北川悦吏子)의 경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일본 트렌디 드라마인 ｢롱베이케이션(ロングバケーション)｣(フジ

テレビ, 1996)의 각본을 맡은 바 있으며,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방영 이전에도 후지테레비를 통해 매년 ｢솔직한 그대로(素顔のままで)｣
(フジテレビ, 1992), ｢아스나로 백서(あすなろ白書)｣(フジテレビ, 1993) 등

의 작품을 발표하며 꾸준한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일상을 다룬다는 드라마의 장르적 속성상, 또 드라마사의 측면에서 보

면 홈드라마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TV드라마가 ‘집’을 배경으로 하고, 

가족 간의 식사 장면 등을 빈번하게 삽입한다는 것은 TV드라마를 시청하

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40) 형제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설정이나, 유사 가족 형태의 일시적 동거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 

작품에서도 ‘집’이 주요 배경이 된다. 다만 ｢느낌｣의 집이 트렌디한 인테

리어를 갖춘 양옥 주택으로 설정되었다면,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의 집은 전통적인 일본식 가옥이라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느낌｣의 

40) 양승국, 일상성의 미학에 이르는 길-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방법론, 박이정, 2009,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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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한빈이 인테리어를 맡았다는 설정으로41) 전위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할 정도로 세련된 양식이다.42) 삼형제의 방은 각각의 개성을 반영해 꾸며

져 있으며, 이 집에서 전통적인 실내디자인을 보여주는 방은 엄마인 경진

의 방뿐이다. 특히 한준의 방에는 ‘제임스딘’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편,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에서 여름방학은 주인공이 취직 전 

학생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방학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마지막 통

과의례와 같은 기능을 한다. 드라마의 오프닝 역시 성장(盛裝/成長)한 주

인공이 바닷가에서 여름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색채감 

있던 여름의 추억이 점차 사라지며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

행된다.

주인공 “이리에는 엘리트고,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대기업에 취직이 

예정된”43) 인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캐릭터로 

41) 주희: 어쩜 실내 인테리어 너무 세련됐다. 너네 아줌마 멋쟁이시다. 그치?

유리: 아니 아줌마보다는 큰오빠 작품이래. 인테리어 전공이거든. (3회)

42) 이러한 설정은 버블 경제 시기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다. 트렌디 드라

마의 성립 조건으로 ‘도심의 고급 아파트’는 늘 꼽히고 있으며, 현대식 혹은 서양식 인테리어

가 필수적임이 지적되고 있다. 후지타케는 트렌디 드라마와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를 구분하

며, 트렌디 드라마 시기에는 ‘도심의 고급 만숀(아파트)’이었던 무대가 버블 경제 이후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에서 ‘도쿄 근교 2층짜리 아파트(빌라)’로 변화했음을 지적한다. 藤竹曉, 앞의 

글.

43) 2회 아사미 대사. “入江って、エリートだよな。有名大学で、大きな会社に入るしさ”

▲ ｢느낌｣의 주 무대가 되는 집의 인테리어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어 한빈/한현/한준의 순
으로 각기 다른 컨셉의 방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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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져 있다. 작품 속에서 이리에는 대기업으로의 취직, 미국에서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사랑하는 여성 등을 욕망하기보다, 자신이 보호하고 지

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보수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격의 이리에의 모습을 반영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리에

의 집은 전통적인 일본식 가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주요 인

물이 이리에에게 책임져야 할 가족 구성원으로 배치되며 집에 들어오게 

된다. 스기야의 경우, 비오는 날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사고로 우

수한 의대생이었던 형을 잃고 죄책감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인물

로 그려져 있다. 아사미의 경우,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에서 천

덕꾸러기로 살아왔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리에에게 책임져야할 가족으로 

호명된다.44) 특히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12회 작품에 걸쳐 아사미는 

총 여섯 차례 집을 나가는데, 대부분 이리에에 의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

는 것을 알 수 있다. 

44) 10회에서 이리에는 아사미를 찾으러 그녀의 고향인 에히메를 방문하는데, 이 때 아사미 집의 

문패(새 아버지의 성 ‘사노(佐野)’)가 클로즈업된다. 또 이리에는 아사미 집의 가족사진 역시 

보게 되는데, 새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나츠미까지 세 명 만의 가족사

진임을 알 수 있다. 아사미를 다시 도쿄로 데리고 온 뒤 이리에의 집의 문패(이리에의 성 ‘이

리에(入江)’) 역시 처음으로 클로즈업되며, 아사미와 이리에의 사진도 가족사진처럼 비춰진

다. 

▲ ｢느낌｣의 오프닝 화면 ▲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오프
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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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서 아사미의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고, 그가 아사미

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본 이리에가 그를 때리면서 한바탕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에 앙심을 품었던 아사미의 전 남자친구가 이리에

의 취직이 예정된 회사에 폭행 사건을 고발하는 투서를 넣었고, 전말을 

듣기 위해 이리에를 부른 회사의 부장은 불량한 여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점잖게 타이른다. 이리에는 아사미를 비하하는 부장에게 대들다 결국 취

직 취소 처리를 당한다. 자신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어 미안하다는 아사

미에게 “딱히 일류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나에게 맞는 직업이면 된

다”45)고 말하는 이리에는 한빈과 같은 욕망하는 남성 인물과는 대조적으

로 현실감각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로서의 남성 캐릭터를 발견하게 한다. 

12회에서 여전히 케이코를 좋아하지만 아사미와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찢어진 편지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아사미는, 케이코를 찾아가 편지를 

전하고 다시 집을 떠난다. 자신을 찾으러 온 이리에에게 아사미는 자신에

게서 완전히 정을 떼게 하기 위해 스기야와 잤다는 거짓말을 한다. 자신

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스기야로부터도 쫓겨난 아사미는 절망 끝

에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한다. 수술 중 수혈이 필요해지자, 이

리에로부터 수혈을 받는 장면은 상징적이다.46) 피를 나눈다는 설정을 통

45) 5회 이리에 대사, “別に一流じゃなくいいさ、自分にあった仕事ができれば”

46) 드라마에는 의사의 대사, “가족분이십니까(身内の方ですか)?”가 끝나면 바로 수혈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대본집에는 구체적으로 혈액형이 제시된다. 결과적으로 둘의 혈액형은 

▲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에서 이리에의 집은 일본 전통 가옥의 모습을 하고 있으
며, 주인공들이 사귀기로 한 시점부터 집은 문패, 가족사진 등을 통해 이리에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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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리에에게 아사미는 끝내 사랑(욕망)하는 여성은 될 수 없지만 지키

고 보호해야 할 가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어서 퇴원해 돌아온 아사미는 이리에의 책상 서랍에서 케이코가 함

께 미국행을 제안하며 건넸던 비행기 티켓을 발견하고 이리에에게 자신

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이리에는 “네 옆에 있을게. 배신같은거 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거야, 힘이 될거야, 그걸로는 안되겠니?”47)라고 안심

시키려 하지만, 아사미는 자신을 좋아하는지, 그 질문에 답해달라고 말한

다. 결국 이리에는 “아사미를…… 여자로서 좋아하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

야. 미안해.”48)라고 대답해버리고 마는데, 이를 통해 이리에가 ｢느낌｣의 

욕망하는 남성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느낌｣에서 한현이 혈액형을 통해 자신과 유리가 친남매

달랐지만, 이리에가 아사미를 살린다는 설정이 강조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北川悦吏

子, 君といた夏, 角川書店, 1994/平成6年, 170-171면.

이리에: 네. (はい)

의사: 잘됐네요. 실은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よかった。実は輸血が必要なんです。
何型ですか?)

이리에 : O형인데요. (O型ですが)

의사: 환자분이 A형이니 가능하네요. 괜찮습니까? (患者さんA型だから大丈夫ですね。いいで

すか？)

이리에: 물론입니다. (もちろん) (12회)

47) 12회 이리에 대사, “お前のそばにいる。お前を裏切ったりしない。何かあったら必ず守る、
支えになる。約束するよ。それじゃだめなのか。”

48) 12회 이리에 대사, “朝美を……　女として好きかて言ったら、違う。ごめん。”

▲ 12회 수술 과정에서 이리에가 아사미에게 수혈을 하는 에피소드가 삽입되면서, 전체적
으로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이미지의 장면들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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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착각하는 부분을 비교할 만하다. ｢느낌｣에서는 유리 어머니가 편지

를 대신해 보낸 카세트 테이프를 우연히 듣고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한

현이, 유리의 친오빠를 알아내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부분을 ‘피’와 관련된 

시퀀스로 꼽을 수 있다. “이란성 쌍둥이라도 혈액형이 다를 수 있나요?”(5

회)라고 묻는 한현은, 식구들은 모두 B형인데 자신만 AB형이라고 의아해

한다. 이러한 한현의 의문은 다같이 MT를 갔다가 배를 놓쳐 유리와 단둘

이 섬에 남겨졌을 때, 우연히 유리 역시 AB형임을 알고 자신이 유리의 친

오빠임을 확신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49) 그러나 결국 혈액형과 무관하

게 유리의 친오빠가 한준으로 밝혀진다는 설정은, 남성 인물이 이루고 지

켜야 할 가정이 ‘피’ 즉, ‘혈연’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 구성으로 상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이와 같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작품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느낌｣은 ‘오토바이

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을 따돌린 한준이 결국 

학교 근처에서 다시 경찰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질주의 감

각이나 경찰의 단속을 과감하게 따돌리는 위반의 욕망은, 아직 어른이 되

지 않은 젊은이의 모습을 상징함과 동시에 한준을 기존의 질서를 초월하

려는 욕망을 가진 인물로 보이게 한다. 이렇듯 한준은 1990년대 한국 사

회가 만들어낸 남성적 욕망을 대표하는 캐릭터이다. 반면 ｢너와 있던 여

름(君といた夏)｣의 첫 장면에서 이리에는 느긋하게 공원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으며, 그의 옆에는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이어 야구공을 잘못 던

진 아이에게 다정하게 공을 건네주는 이리에의 모습에서는 안정을 추구

하는 성격과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더

욱 한준과의 뚜렷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49) 6회 유리 대사, “오빠도 AB형이야? 나도 AB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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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한준은 상대가 자신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큰 형 모두 같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결정적으

로 상대가 자신의 여동생일 수 있다는 것 등의 무수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리를 향한 마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회, 결국 유리가 자신

의 여동생임을 알게 된 한준의 내레이션은 기이하게 이어진다. 이는 사랑

하는 여성과의 연애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상대를 자신의 소유나 

일부로 인정함으로써 상대를 향했던 욕망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

들어 버렸음을 확인하는 대사처럼 보인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다. 빈이 형, 혜린 누나, 유리 너의 뒷모습과 남

겨진 나에게도.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때마다 나는 시간이 멈춰주길 

바랐다. 그렇게라도 널 얻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젠 애써 너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세상에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너와 나는 하나였으니… 
나는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는 나의 일부이기에…” (16회)

한편,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에서는 첫 장면과 변함없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이리에의 모습이 확인된다. 아빠의 병

간호를 위해 싱가포르에 다녀온 엄마가, 자신이 없는 동안 별일 없었는지

를 묻는 장면에서, 이리에는 아무일도 없었다고 대답한다.50) 여름방학 동

50) 엄마: ねえ、母さんシンガポール行ってる間、何か変わったことあった？
(저기, 엄마 싱가포르 가있는 동안, 뭐 별일 없었어?)

이리에: いや…… 別に。(아니…… 별로.) (12회)

▲ ｢느낌｣의 1회 시퀀스와 마지막 장면 ▲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1회와 
마지막회 시퀀스



현대소설연구 87(2022.9)

158 

안 잠시 집의 주인이 되어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주변의 사

람들과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이리에에게는 처음과 같은 

책임감과 안정감 있는 모습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버블 

경제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TV드라마 서사 역시 이전까지의 

화려함은 사그라지고 순애로의 회귀의 양상을 보이는 당대 분위기가 반

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51)

그렇다면 같은 시기 한국 TV드라마 속 한준과 같은 캐릭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한국 사회의 변모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신세대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맞기 이전까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경제적 풍요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의 한편으로 사상적 

혼돈이 펼쳐졌는데, 과거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진보적 상상력이 차지했던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욕망이었고 

그것은 이후 자유를 지상명제로 하는 문화 자본의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 

한준은 바로 이러한 변화 과정 안에서 1990년대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의 

틀을 상상했던 신세대 남성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52)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남성 주체는 사회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 추구가 우선시되었던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소설과 영

화 등에서 끊임없이 생산되었던 남성 주체들의 계보를 떠올린다면 1990

년대 한준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남성성이 무엇인지 좀 더 뚜렷하게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한준은 친구 석장과 함께 모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마

51) 影山貴彦, 平成社会風俗史, 株式会社実業之日本社, 2019, 15면.

52) 김진송 외,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문화연구, 1993. 이러한 신세대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 대중문화와 소비의 영역에서 자유분방한 개인주의, 개성적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의 추구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새로운 주체들, (중략) 새로운 세대는 다시 정치가 아닌 

문화를 통해 호출된다.”는 이화진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화진, ｢‘90년대’를 돌아보기

｣, 대중서사연구 Vol.20No.3,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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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개인 사업을 하려는 꿈에 부

풀어 있다. ｢느낌｣과 같은 시기, 다른 채널에서 방송된 ｢사랑을 그대 품 

안에｣(극본 이선미, 연출 이진석, MBC 월화드라마, 1994.6.6.-07.26.)의 남

자 주인공 강풍호(차인표 역) 역시, 아버지의 죽음으로 외국에서 귀국하

면서 백화점을 ‘경영’하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을 떠올릴 때, 또한 드라

마의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오토바이’와 색소폰으로 표상되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욕망한 남성 주체의 조건이 공통적으

로 파악된다 할 수 있다.53)

2) 여성 신체의 훼손과 물질적 보상

남성 인물들에 반해 여성 인물들의 욕망이나 성장은 여성의 삶은 남성 

인물에게 여전히 종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유리나 아사미의 삶이 여전히 

남성 캐릭터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두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의 신

체 훼손 장면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54) 

앞서 언급했듯이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아사미는 임신과 중

절수술 등을 통해 신체적 훼손을 경험한다. 또 아사미의 전 남자친구와 

폭행 시비에 휘말려 취직 내정이 취소된 이리에를 위해 아사미는 전 남자

친구를 찾아가 회사에 취소 철회를 요청하는데, 이 때 그는 대가로 아사

53) 일본 트렌디 드라마의 경우, 초기 트렌디 드라마로 꼽히는 ｢남녀 7인 여름이야기｣가 방영되

던 1986년에 이미 유행했던 카피가 ‘亭主元気で留守が良い’(남편은 건강하되, 돈만 벌어다주

고 집에 없는 게 좋다)였음을 떠올리면 이미 욕망하는 남성에 대한 기대나 영향력은 한국처

럼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트렌디 드라마에서는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

라지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정도로 남성성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한국과 구분되

는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트렌디 드라마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山下興作, 앞의 글을 

참고했다.

54) 피스크는 사회 속 젠더적 차이를 규정하려는 이와 같은 무의식이 텔레비전 매체의 내러티브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존 피스크, 곽한주 옮김, 텔레비전 문화

, 컬처룩, 2017, 377-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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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몸’을 거래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는 입시공부를 위해, 또 속내로

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도쿄로 온 아사미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자신의 ‘몸’ 뿐이며, 남성 인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훼손됨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임신 사실을 알고 고민하는 아사미에게 스기야가 자신이 아

버지가 되겠다고 나서는 점이나, 아사미의 두 차례의 자살 시도가 모두 

이리에에 의해 구제된다는 점을 살펴보자. 낙태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가족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사미는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지만 

자신을 데리러 온 이리에에 의해 다시 살게 된다. 또 앞서 언급한 교통사

고로 인해 다친 아사미의 몸이 이리에의 피를 수혈받음으로써 되살아난

다는 설정 역시 떠올릴 수 있다. 아직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남성 인

물은, 여성 인물의 훼손된 신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성 인물의 경우, 남성 인물의 보호를 통해서만 신체를 회

복함으로써 주체화되지 못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한계가 드러

난다 하겠다.

｢느낌｣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아사미가 전 남자친구에게 몸의 거래

를 제안받는다거나 임신중절 수술을 결심하는 등의 설정이 동시대 한국

에서는 비교적 충격적인 소재로서, 쉽게 서사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55) 따라서 ｢느낌｣의 중심 서사에서 유리는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캐릭터만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고아’처럼 취급되며 자신의 ‘입양’ 여부를 외부로부터 결정받는 처지에 놓

55)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후속작으로 ｢느낌｣이나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과도 방영 

시기가 겹치는 ｢M｣(극본 이홍구, 연출 정세호, MBC 월화드라마-납량특집 10부 기획, 

1994.8.1.-8.30.)이 낙태나 빙의의 소재를 여성의 신체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일본 드라마와 달리 당대 한국 사회에서는 ‘납량특집’과 같은 특집극이나 장르물로 

우회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낙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어려웠다는 정서적 격차 역

시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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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주체화되지 못한다. 자신의 거취를 두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입양을 거론하는 엄마 경진과 한빈 형제들에게 ‘불쾌하다’고 의사 표

현은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유리와 대조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로 유리의 친구

이자 한현을 좋아하는 주희와, 한빈과 애매한 관계로 그려지는 혜린을 꼽

을 수 있다. 두 인물은 그들의 개성 넘치는 패션에서부터 이미 엿볼 수 

있듯 모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현, 한빈과 대립

하기도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주희는 늘 적극적으로 한현에게 자신의 마

음을 고백하거나, 삼형제 중 유리의 오빠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끙끙 앓느니 유리에게 말해 갈등을 터뜨리려는 쪽이다. 혜린은 카페 인테

리어 작품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동욱, 한빈과 카페 투어를 다니는 과

정에서 한빈과의 의견대립도 서슴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

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린은 한빈과 애매한 관계

가 지속되는 것에 괴로워하다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계

기로 한빈은 번민하던 자신의 마음을 굳혀, 혜린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한준과 가장의 자리를 두고 대립적인 위치에 서는 한빈 역시, 혜린의 훼

손된 신체를 통해 어른-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이 마지막회에서 

결혼이라는 제의를 통해 완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낌｣에는 여성 인물의 과감한 신체적 훼손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한

계 속에서 오염/정화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장면 역시 발견

된다. 한준은 춘수와 동업을 결심하고 가게 계약을 했던 것이 사기였음이 

드러나자 절망하고, 형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다발을 던지며 분

노한다. 모두들 당황해 고요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유리는 직접 분수대에 

들어가 흩뿌려진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우며, “오빠, 이건 오빠가 고생해

서 번 돈이잖아.”(11회)라고 말한다.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연

출된 작품 속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비장한 느낌을 주며 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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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여성 주인공의 신체적 훼손과 관련시켜 보면 이해

가 가능해진다. 즉 남성 인물의 더럽혀진 욕망을 여성 인물을 통해 정화

시킨다는 낡은 모티프가, ‘돈’을 줍기 위해 ‘물’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현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렇듯 대부분 남성 주체는 여성 신체의 훼손(희생)으로 완성된다. 그 

양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양국의 드라마 모두, 남성의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나 삶을 종속시키거나 도구화했다는 점은 공통된다. 젊

은 여성 시청자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또한 동시대 여러 드라마에서 커리

어 우먼으로서 당당하고 야무지게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이 그려지고 있

음에도 이처럼 트렌디 드라마의 여성 신체는 남성 주체를 위해 희생되는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56) 

트렌디 드라마가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를, 두 작품과 

같은 시기 방영된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

다. 이 드라마 역시 고아에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진

주(신애라 역)가 오빠로부터의 육체적 폭력, 직장 상사로부터의 납치 시

도 등을 당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내 콘테스트를 통해 

56) 트렌디 드라마의 주 시청층이 젊은 여성이었음에도 페미니즘적 독해가 부족했다고 논의하는 

내용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藤田真文, ｢鎌田敏夫が描く80年代日本社会｣, GALA

G, 2013.09.-2014.09.

▲ 첫 사업에 사기를 당하고 절망한 한준이 분수에 돈을 흩뿌리자 유리는 망설임 없이 들
어가 그 돈을 모두 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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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에서 백화점 ‘모델’로 변신되는 진주의 몸은 금세 화려하게 치

장된다. 또한 진주의 계급적 상승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시퀀스가 바로 

백화점 수영장 장면이며, 진주가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경험하고 배움으로

써 육체적으로도, 또 계급적으로도 성장하게 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여성

의 훼손된 신체가 이처럼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상된다는 점은 트렌디 드

라마의 소비지향적 성격과도 관련된다.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정이라는 상징

이나 안정 추구의 감각으로서 여성의 신체를 회복시킨다면, 한국 드라마

의 경우, 이렇듯 여성 캐릭터의 신체에 대한 감각을 당시의 소비 욕망을 

반영시킴으로써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속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트렌디 드라마 속 다양한 여성 인물 중에서도 여성의 신체가 자본에 의해 

성장하는 방식의 서사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

렌디 드라마 초기의 다양한 실험들 중에서 신데렐라 서사가 우세해지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57) 

4. 전시되는 ‘트렌디’와 감정 교육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두 드라마는 같은 시기, 유사한 소재와 설정을 

통해 남성 인물의 성장을 다루고 있음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57) 이영미는 트렌디 드라마를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의 관습이 “일상에 존재하는 쾌락, 인간의 

기본적 욕구, 안정과 행복에 대한 보편적 욕망을 차분하게 긍정하는 태도”로 변화한 점을 특

기한다.(643-644면) 따라서 이 시기 대중 예술은 1980년대의 복수담, 성공담의 분노나 끓어오

르는 감정 표출이나 목숨 건 결단 등의 고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랑을 

그대 품 안에｣와 같이 신데렐라 이야기와 복수/성공담이 유행하게 된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같은 책에서 이영미는 “고졸 백화점 여직원과 백화점 사주 후계자와의 사랑 이야

기를 담은 1994년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후 신데렐라 이야기의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이야

기”한다.(285-286면)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 

푸른역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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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풍요가 절정에 달했던 1990년대 한국의 상황과 이미 버블 경제 

이후의 침체된 경기 속을 살아가는 일본 사회의 대조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느낌｣에서 삼형제의 전공으로 미대, 경영대, 체대가 설정됨으로써 각

각 카페 취재, 컴퓨터 능력 함양, 스포츠 대회 참여 등 트렌디한 에피소드

들이 삽입될 수 있었으며, 이후 성인이 된 인물들의 직업에서도 트렌디함

은 부각된다. 한빈은 동기들과 함께 소규모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해 유리

가 쓰던 방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서사적인 층위에서 이는 일찌감치 

집을 나간 한현을 제외시키고 한준과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며 집을 장악

하는 양상으로 파악되는 한편, 유행처럼 번졌던 당대 프리랜서에 대한 욕

망의 일면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미국 유학 후 증권회사 딜러로 유창한 

영어를 자랑하며 일하는 한현, 리어카 장사를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돈

을 벌기 위해 모델 일을 하는 한준을 통해 당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

군이 포착된다. 경진의 조명가게 역시 트렌디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유

리와의 로맨틱한 장면이 연출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조명도 

이제 패션이야.”라는 경진 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외국어, 컴퓨터, 운전면

허 이 세 가지는 필수”(5회)라는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신세대인 한

빈과 한준이 엄마의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설정이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것

이다. 

경진: 좀 앞서가는거 아니야? 너무 래디컬 한거 아냐?

송 실장(서갑숙 역): 요즘 다들 되도록이면 특색있는 걸 선호하잖아요.

경진: 그래도 약간 앞서는게 좋아. 너무 뒤쳐져도 문제지만, 구매자들

보다 너무 앞서가도 실패하는거 몰라? 마케팅하고 디자인은 직

결되는 거야. (9회)

‘트렌드’에 대한 감각은 ｢느낌｣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트렌디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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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 일컬어지는 ｢질투｣에서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질투｣는 하경

(최진실 역)과 영호(최수종 역)의 우정과 사랑을 오가는 관계를 그리면서

도 한 축에는 소설가였던 엄마(김창숙 역)가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는 과

정을 지속적으로 삽입한다. 따라서 홈드라마의 흔한 구도였던 세대 간의 

갈등은 트렌디 드라마에서 부각되지 않는 대신,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가

려는 전 시대의 노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처럼 트렌디 드라마는 당대 

문화적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사를 만들어가고, 나아가 인물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까지도,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을 교육하는 방

식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경제적 배경이 욕망을 추동한다는 것은, 인물의 욕망을 동력으로 TV드

라마의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트렌디 드라마의 탄생에 앞서 일본에서는 불륜을 다룬 TV드라마가 유행

했는데, 이는 전 세대 드라마가 수직적 인간관계에 주목했던 것에서 벗어

나 가정 내 서사를 수평적인 관계로 재배치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자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륜이나 난잡한 연애

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불가능했던 한국 사회는, 트렌디함의 과시가 시청

자들에게 주는 선망 뒤의 패배감이나 소외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등

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드라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욕망이 경제적 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던 것이

다. 

따라서 동시기 실험되었던 ｢느낌｣과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서사적 

대결 구도 속에서 시청자들의 드라마에 대한 감수성이 어떻게 양성되어 

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느낌｣의 유리나 혜린과 같은 

인물이 당대 젊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그려져 있음에도, 주체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식물과 같이 그려진다는 이유로 점차 이들은 

트렌디 드라마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또 

다른 여자 주인공 은채(이승연 역)는 남자 주인공의 첫사랑이자 재벌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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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망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성폭력이나 유산이

라는 신체의 훼손을 겪거나 언제나 적극적인 행동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

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진주와는 대조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

이다.

트렌디 드라마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당대 소비문화와 밀접한 관련

을 보이는데, 유행하는 모든 사물들이 드라마의 서사를 뒷받침하는데 쓰

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물들 간의 감정이나 갈등이 소품이나 배경을 통

해 결정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허황된 욕망을 배제하는 남성 인물을 중심으

로 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 주요 배경이 되는 이리에의 집을 전통 가옥으

로 설정한 것과 대조적으로,58) ｢느낌｣의 집과 소품은 당대 사회가 욕망하

58) 버블 경제 이후의 트렌디 드라마로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주로 

낡은 정서를 환기한다. 아사미가 전 남자친구의 꾀병을 모른 채로 회복을 기원하며 이리에·

스기에와 함께 접었던 종이학이라든가, 방학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모으는 소중한 것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리에 티셔츠의 단추·죽은 스기에 형의 기타 피스로 제시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놀이공원 데이트를 꿈꾸는 아사미를 위해 놀이공원에 가기로 하지만, 이리에

▲ ｢느낌｣의 바닷가 여행 장면과 유리의 패션

▲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바닷가 여행 장면과 아사미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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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행하도록 만들어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청춘물의 계절적 배경

이 여름인 것과 마찬가지로 ｢느낌｣과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역시 

여름방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의 여행이 필수적이다. 젊

은이들의 바다 여행에 흔히 등장하는 클리셰들이 연출되고, 두 작품의 여

주인공은 롱스커트에 긴생머리 등으로 놀랍도록 비슷한 패션을 선보이는

데, 특히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밀짚모자의 기능은 흥미롭게도 

대조적이다.

이리에가 햇빛이 따갑다며 아사미에게 선물한 모자는 작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리에에 대한 아사미의 마음이나 집착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처음 이 모자를 받았던 아사미는 “이 모자 촌스럽지 않

아?”59)라고 말하는 반면, 한빈이 사서 한준에 의해 유리에게 전해진 모자

를 보고 혜린은, “유리 모자 예쁘다.”(6회)고 말한다. 비슷한 소품을 활용

하면서도, 또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에도 각각의 시대적 배경을 상징해 

그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나 분위기가 우세한 트

렌디 드라마의 특성상 당대 드라마의 이와 같은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가 늦는 바람에 놀이기구는 모두 멈춰져 있고, 두 사람은 불꺼진 놀이공원에서 시시한 데이

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진주가 한번도 놀이공원에 가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풍호가 생일선물로 놀이공원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에피소드와 비

교가 가능하다. 풍호 역시 아픈 은채를 돌보느라 놀이공원에 늦게 도착하지만, 그는 문 닫은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 갖가지 놀이기구를 진주에게 태워주는 등 잊지 못할 이벤트를 선물

하기 때문에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59) 2회 아사미 대사, “ださくない,この帽子？”

▲ ｢느낌｣에서 유리가 쓰는 모자는 바닷가 
에피소드에 필요한 소품 정도로 기능한다.

▲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의 모자는 작
품 처음부터 끝까지 ‘이리에의 마음’을 상징
하는 장치로 아사미의 보물처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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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성만이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불분명한 사실로 각인되고, 신문 등

의 매체를 통해 표절 혐의만이 기록되어 남았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다. 그만큼 트렌디 드라마의 소품이나 패션 등에서의 유사성이 작품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만큼 강렬했기 때문이다.

서사 외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이 트렌디한 감각에 대한 선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 서사 내적인 측면에서는 ‘연애’라는 관계 규정과 감정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낌｣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1990년대 TV드라마의 수많은 서사 속에서 좋아한다는 마음이 반드시 관

계 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연

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로맨스 서사의 주인공들이 ‘사랑’의 감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으며, 그것이 주인공들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선택과 

갈등을 반복하는 서사를 낳게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60) 이는 1990년대 

많은 로맨스 서사들이 보여주는 연애 관계의 모호함의 의미를 규명할 필

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모호함과 관계

를 규정하려는 욕망 등이 트렌디 드라마를 시청하고 또 만드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것이며, 그것이 트렌디 드라마의 형성 동력이었음을 추측하기

는 어렵지 않다. 

오카모토 고이치는 일본 트렌디 드라마의 인기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일본 젊은이들이 현실 속에서 이상적 연애 모델을 

갖지 못하고 자꾸 드라마를 통해 이를 찾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트렌디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과 동시기 주간지나 월간지 등의 데이트 장소, 연애 

60) 이주라는 주인공이 서로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의 요소가 주로 외부로부터 유

입되는 방식의 연애 서사는 2004년, ｢내 이름은 김삼순｣에 이르러서라고 지적한다. 이는 2000

년대 자기계발 담론의 범람 속에서도 주체성이나 자기애를 잃지 않았던 여성 캐릭터의 존재

가 서사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논의의 주요 대상은 로맨스 소

설이지만, ｢1%의 어떤 것｣, ｢내 이름은 김삼순｣ 등 드라마화된 작품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이주라, ｢낙오된 여성의 반란과 사랑이라는 능력｣, 대중

서사연구 Vol.28No.3, 2022,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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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넘쳐날 정도로 제공하는 현상이 공존한다는 것

은,61) 당대 수많은 연애 담론들과 연애 서사들이 교호하고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느낌｣이나 ｢사랑

을 그대 품 안에｣에서 나타나는 연애 관계도 오늘날 TV드라마에서 그려

지는 연애가 분명한 관계로 제시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 시대 TV드

라마의 신파적 요소나 전개로부터는 탈피했으나, 연애라는 감정이나 관계

에 대한 불명확성이 지배하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트렌디 드라마는, 구체

적인 연애 서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당대 소비문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다. 시청자는 막연한 연애 감정을 상품 소비에 대한 욕망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며 소비 교육-연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애 개념이 서사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트렌디 드라마는 소

품이나 배경, 문화를 삽입하고, 연애 감정은 시청자에게 상품 소비 욕구

와 맞물려 주입된다. 이러한 욕망 추구로서의 서사는 ｢사랑을 그대 품 안

에｣의 성공이 보여주듯, 신데렐라 서사에 대한 선호가 우위를 점하게 되

며 초기 트렌디 드라마가 가졌던 다양한 가능성들은 점차 소거된다. 연인

으로서의 관계 규정이 분명해지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하는 서사

적 동력 역시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보수성, 완

결된 서사에의 선호 역시 우세한 관습이 주류가 되게끔 하는데 기여했으

리라고 본다.62) 

61) 岡本浩一, ｢トレンディドラマの社会心理学｣, 文芸春秋 70(13), 1992.12., 367-373면.

62) 이 때 인물 간 관계 규정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느낌｣에
서 한준이 이성적으로 유리를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면서도 석장과의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우정 이상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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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트렌디 드라마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풍요를 배경으로 탄

생했으며, 일본의 여러 레퍼런스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에서 트렌디 드라마는 서사적 차원에서 열등한 작품

처럼 치부되거나 표절작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기술

적 격차로 인한 표절의 혐의만으로 트렌디 드라마를 평가하기에는, 서사

적 차원에서의 한국 사회만이 보여주는 특별한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있

다. 문화적 국경이 비교적 자유롭게 열려 있었던 시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유통되고 재창조되었던 트렌디 드라마를 다시 

보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한국 TV드라마의 한 

흐름을 되짚어보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느낌｣을 표절 

혐의가 제기되었던 일본 만화 ｢오라버니는 누구?(にいさまどなた?)｣와 비

교함으로써, 1970년대와 1990년대라는 시대적 차이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되는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나아가 ｢느낌｣과 같은 시기 일

본에서 방영되었던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이 공유하고 있는 소재

나 설정, 인물 등의 비교를 통해, 한국 트렌디 드라마가 반영하고자 했던 

당대 한국 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라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TV드라마 서사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

가 일부 해명되었기를 기대한다.



1990년대 한국 트렌디 드라마와 일본이라는 시차(時差/視差)

 171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느낌｣, 극본 오수연·김영찬, 연출 윤석호, KBS2TV 수목드라마, 1994.07.20.-09.08. 

｢너와 있던 여름(君といた夏)｣, 극본 北川悦吏子, 연출 本間欧彦·中江功·岩本仁志, 

フジテレビ 月9, 1994/平成6年.07.04.-09.19.

北川悦吏子, 君といた夏, 角川書店, 1994/平成6年.

庄司陽子, にいさまどなた?, 講談社コミックプラス, 1977/昭和52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단행본
김성민, 일본을 禁하다, 글항아리, 2017.

김진송 외,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문화연구, 1993.

신상일·정중헌·오명환, 한국 TV 드라마 50년사-통사,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4.

양승국, 일상성의 미학에 이르는 길-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방법론, 박이정, 2009.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 푸른역사, 

2016.

이와부치 고이치 지음,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옮김,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도서

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4.

이와오 수미코, 김영덕·이세영 옮김, TV드라마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존 피스크, 박만준 옮김, 대중과 대중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존 피스크, 곽한주 옮김, 텔레비전 문화, 컬처룩, 2017.

3. 논문
권두현, ｢추리의 서사와 인정투쟁의 드라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문학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29-160면.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번역-｢연애시대｣의 문화 번안 및 매체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연구 No.37, 2009, 511-546면.

이동후,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문화적 형성-탈국가적 문화 수용 양식을 중심으로-｣,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현대소설연구 87(2022.9)

172 

125-153면.

이은애, ｢한국 트랜디 드라마를 통해 본 문화 산업 비판｣,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No.21, 2006, 67-82면.

이주라, ｢낙오된 여성의 반란과 사랑이라는 능력｣, 대중서사연구 Vol.28No.2, 2022, 

95-126면. 

이화진, ｢‘90년대’를 돌아보기｣, 대중서사연구 Vol.20No.3, 2014, 69-100면.

추아 벵후아, 이정일 역,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개념화｣, 김소영 편저, 트랜스: 아시

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25-76면.

황인성, ｢‘트렌디 드라마’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텍스트의 즐거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Vol.43No.5, 1999, 221-248면.

4. 국외자료
岡本浩一, ｢トレンディドラマの社会心理学｣, 文芸春秋 70(13), 1992.12.

加藤由春, ｢トレンディドラマと若者｣, 更生保護 44(6), 1993.

東京ニュース通信社, テレビドラマ全史1953～1994, 1994.

藤竹曉, ｢TVドラマの中の戦後｣, 諸君 27(1), 1995.

山下興作, ｢新しい男性像を求めて -トレンディドラマにおけるヒーロー像の変遷｣, 放
送芸術学 17, 2001.

岡田惠和, ｢TVドラマ·メモリーズ(24)トレンディドラマとはなにか｣, 図書 670, 岩

波書店, 2005.2.

藤田真文, ｢鎌田敏夫が描く80年代日本社会｣, GALAG, 2013.09.-2014.09.

影山貴彦, 平成社会風俗史, 株式会社実業之日本社, 2019.



1990년대 한국 트렌디 드라마와 일본이라는 시차(時差/視差)

 173

<Abstract>

Korean Trendy Drama in the 1990s 
and the Interchange of East Asian Culture

－Analysis of KBS2TV drama Nukim(Feeling)

Lim, Mijoo

Since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 through the media began in Korea, 
TV dramas have long not been free from allegations of imitation of 
Japanese broadcasting, and allegations of plagiarism were specifically 
raised in the 1990s. The 1998 policy of opening up Japanese pop culture 
has been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distribution or indiscriminate 
acceptance of Japanese dramas, but in the process, it has also created 
limitations in filtering various intersections and discourses of popular 
cul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identifies how trendy 
dramas, a concept imported through Japan, break away from the dominant 
customs of previous dramas and create new styles, and analyzes what 
reference points and variations they have in the process. The 1994 KBS 
TV drama "Nukim (Feeling)" was accused of plagiarism after being 
criticized for being similar to the Japanese comics "Niisamadonata?" 
(1977), but the drama focuses on the growth of male characters and does 
not portray the success of a relationship as an ending. Subsequently, 
through comparison with the work "Kimitoitanatsu"(FujiTV, 1994) which 
aired in Japan at the same time, you can find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 in Korea, which was an economic revival, and Japan, where 
the bubble economy has already ended. As such, the accept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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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ulture met the situation of the times in Korea and created a new 
narrative.

Key words: Trendy drama, Nukim, Niisamadonata, Kimitoitanatsu,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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