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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스터 션샤인>은 강점 직전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이다. 대한제국 시대 의병 이야기를 다루어 색다른 소재인 데에다 주인공 간 러
브라인보다 구국의 서사에 무게가 실리는 드라마임에도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 글은 그레마스의 의미생성이론 기호학 사각형을 통해 갈등을 분
석하면서 <미스터 션샤인>의 주제의식을 짚어보았다. 첫째 기획 의도의 ‘의병’
과 애신의 키워드 ‘건’을 연결하여 의병 문제를 도출했다. 작품 속 ‘누가 살 수
있습니까.’하는 고민은 3.1 운동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는 경험을 갖기 전의 고민
을 담는 것이다. 둘째, ‘낭만’과 ‘글로리’를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행동 양상을 보
인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룸펜 양반가 자제 희성은 애신을 긍정하면서 그
녀와 연관된 것, 구국활동을 “영광”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당대 ‘글로리’의 의
미가 부각된다. 셋째, ‘사랑’과 ‘새드 엔딩’을 통해 비극적 당대인식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사랑들은 모두 비극적으로 끝맺는다. 사랑이 모
두 ‘새드 엔딩’으로 끝맺음되는 것은 여운을 주는 장엄한 마무리이며 사랑 불가
능한 당대를 표현하면서 시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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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역사드라마와 <미스터 션샤인>

한국의 역사드라마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에 힘입어 최근 일제 강점기
직전 배경의 역사드라마가 방영되었다. 2018년 7월 7일부터 2018년 9월 30일 방
영된 <미스터 션샤인>(극본 김은숙/연출 이응복/주연 이병헌‧김태리)이 그것이
다. 한국의 수난사를 대표하는 일제 강점기는 드라마화에 어려움이 많다. 일제에
의해 당시 조선의 많은 자료가 훼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일 청산 관련,
복잡한 정치적 이권 문제가 얽혀 있으며 시청자 입장으로선 돌아보고 싶지 않은
역사적 암흑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스터 션샤인>은 일제 강점기 직전
1902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 시대 의병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인기리에 방영
되었다. 한류 드라마 인기비결로서는, 한류스타의 출연, 주인공 간의 애정, 미니
시리즈 형태, 전반적인 주제가 애정에 놓이는 것들이 꼽힌다. 최근 중국에서 한
국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은 이들 작품이 다소 진부한 스토리라인
을 가졌음에도 한류스타들 간의 사랑에 무게를 두고 역경을 거쳐 이뤄지는 과정
을 그렸기 때문이라는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24부작 미니시리즈 <미스

KRECA
1)

2)

3)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종편 방송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 종영까지 표 1. <미스터 션샤인>
시청률 추이
장르별 순위에서 줄곧 ‘종합 1위/드라마 1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화 시청률이 8.9%, 마지막 회 시청률이 18.1%로, 김은숙 작가의 전작
도깨비>의 기록에 육박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4회 마지막 분은 케
이블, 위성, IPTV를 통틀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미스터
션샤인> 불꽃처럼 타올랐다…18.1% 자체 최고 시청률 ‘유종의미’｣, 마
이데일리, 2018.10.1., https://bit.ly/2Vt2fAi, 접속일 2019.6.30.
2) 이문행, ｢아시아 8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7권 9호,
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07, 40쪽. 한편 미니시리즈는 단막극과 일반 연속극의 중간 형태로, 대
개 3-4회에서 길게는 10회 내외로 방영되는 드라마지만 최근 들어 20회 내지 30회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연속극에 비해 형식이 자유로워 작품성 면에서도 뛰어난 편이다. 김광요 외, 드
라마사전, 경기: 문예림, 2010.
3) 조용상‧김혜정,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 분석｣, 글로컬 창의문화연구5권 1호, 서
울: 글로컬창의문화연구센터, 2016, 90쪽.
1) <
TV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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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션샤인>은 이병헌 말고는 한류스타 아닌 인물들이 주인공이고, 주인공들의
러브라인이 있기는 하나, 그들의 애정이 작품의 주제의식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미스터 션샤인>의 시청률이 높았다는 것은 ‘흥미’, ‘완성도’, ‘유익성’
등 시청자들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드라마의
인기는 화제성으로도 나타났는데, “볼거리를 견지하면서도 역사라는 거대한 용
광로 안에서 동시대성을 길어 올” 렸다는 평가 속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청자
들도 소구했다.
이 작품은 유진 초이(이병헌 분), 고애신(김태리 분), 김희성(변요한 분), 쿠도
히나(김민정 분), 구동매(유연석 분) 등 5명의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가부장제나
신분제의 문제, 남녀 차별 문제, 국난기 지식인의 허무의식, 민족 문제, 희생과
애국, 저항과 친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의 굵직한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드
라마의 효과는 이후 다양한 콘텐츠의 요구나 후속적 영향에서도 볼 수 있으나
관련 연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스터 션샤인>
연기 패턴을 연구하며 배우들의 가치를 짚기도 하고 그 시각특수효과를 연구하
기도 한다. 특별히 <미스터 션샤인> 고애신의 내레이션과 마지막 자막 숏을
“시청자들에게 건네는 인사”로 보고 이것이 드라마 텍스트의 경계를 넘으려는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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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인기 드라마 기준을 조사한 시청자 드라마평가항목 조사 결과에서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 ‘온
가족이 시청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감동적 내용’ ’흥미나 관심을 유발’, ‘소재 및 주제의 독창
성’ 등과 함께 ‘적절히 완성도 있는 출연자’가 인기의 요인이었다. 이호준, ｢장르별 TV 프로그
램 질적 평가척도의 개발｣, 한국언론학보50권 3호,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6, 438-440쪽.
5) 작품은 친일 집단인 ‘흑룡회’의 미화와 함께 조선에 대한 문제적인 시각으로 이슈화되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일었다. 관련뉴스 ｢“겐요샤‧흑룡회” <미스터 션샤인>이라 더 아쉬운 구동매 논란｣,
엑스포츠뉴스, 2013.7.13., https://bit.ly/2wctAMI, 접속일 2019.6.30.; ｢<미스터 션샤인>, 이어
지는 역사 왜곡 논란, 국민청원까지 등장｣, 중앙일보, 2018.7.17., https://bit.ly/39alUJu, 접속일
2019.6.30. 등.
6) 이진욱, ｢굿바이 ‘미스터 션샤인’…“갓은숙을 다시 봤다”｣, CBS노컷뉴스, 2018.10.1., https://bit.ly/
2PvcX5D, 접속일 2019.6.30.
7)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역(이병헌 분)’과 조연 그룹 등장인물들을 통해 배우 유형과
역할 유형과 그들의 연기 스타일을 연구(오윤홍, ｢역할유형에 관한 연기연구｣, 한국 엔터테인
먼트 산업학회 논문지12권 8호, 청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18, 65-73쪽)한 것이다.
8) 정태섭, ｢시각특수효과의 드라마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20권 3호, 천안: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400-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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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로 보면서 ‘의병’ ‘고애신’과 ‘태극기’가 2010년대와의 연속성을 희구하는 장
치고 국가 모티프 서사의 ‘연민/슬픔’, ‘연대/애도’라는 가치 지향적 감정으로의
고양을 보인다고 감정 구조 중심으로 살핀 연구도 있다. 이 외에도 국가라는
거대담론을 주제로 한 드라마인 만큼 주제 관련 연구가 많이 나타난다. 최신 경
향을 정확히 짚어낸 작가가 연애와 우정의 ‘밀당’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
은 수용자마저도 소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 연구, <미스터 션샤인>의 역사
소환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로써 낭만적 사랑의 좌절을 동지적 사랑, 절대적 사
랑, 배려적 사랑의 세 가지 층위로 그려낸 것이 시청자를 역사로 소구하였다고
본 연구, TV 드라마를 통한 국사 패러다임 정당화 역할을 전제로 <미스터 션
샤인> 서사구조를 분석, 초중반부는 민족과 계급 그리고 근대의 얽힌 양상을 역
동적으로 그리다 후반부에 애국과 민족의 경로로 단일화, 전형적인 애국서사로
귀결시켰지만 사극 장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본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사랑’과 ‘역사’에 주목한 이들
주제의식 연구에 공감하면서 <미스터 션
샤인>의 주제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레마스의
의미생성이론, 특히 ‘기호학적 사각형’ 이
론을 참고할 것이다. 그레마스는 소쉬르의
기호 이원적 구조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그림 1.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복합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제
9)

10)

11)

KRECA
12)

정혜경, ｢2010년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25권 1호,
서울: 대중서사학회, 2019, 123-161쪽. 이 글은 멜로드라마가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주
목하면서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당대 사회문화 맥락과 관련지어야 한다고 보았다.
10) 이영미, ｢<미스터 션샤인> 맥락 잡기｣, 황해문화, 인천: 새얼문화재단, 2018, 270-275쪽.
11) 주창윤, ｢<미스터 션샤인>, 역사의 소환과 재현방식｣, 한국언론학보63권 1호, 서울: 한국언론
학회, 2019, 228-252쪽.
12) 김헌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애국서사 분석과 역사콘텐츠의 명과 암｣, 글로벌문화콘
텐츠38호, 서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27-42쪽. 이 글은 TV 드라마가 국민국가 이념
적 정당성을 전파하는 국사의 패러다임 정당화에 역할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서사구조 분석을 시도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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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그의 기호학적 사각형 이론은 의미의 이항대립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상응하거나 대립하는 의미들 간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도록 표상한 모사물이
다. ‘S ’와 ‘S ’라는 반대 개념을 이항대립으로 놓고 그 각각의 대각선 자리에,
‘-S ’, ‘-S ’를 놓고 함의관계, 모순관계 등을 설정함으로써 의미의 폭을 넓히는 효
과를 갖는다.<그림 1> ‘S ’은 대립관계에 ‘S ’을 두고 그 대각선에 ‘-S ’을 둔다.
이때 ‘S ’은 ‘-S ’와 함의 관계가 되면서 의미의 확장을 겪게 된다. 또한 ‘S ’와 모
순관계에 있는 기본 명제를 부정하는 ‘-S ’은 명제와 대립관계인 ‘S ’의 의미를 함
의하며 ‘S ’의 의미를 확장 및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
각형 이론이란 결국 서로 상응하고 대립하는 의미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
악하면서 의미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라마 주제의식을 갈등을
통하여 읽고자 하는 이 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

2

2

1

1

1

2

2

2

1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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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CA
미스터 션샤인>의 키워드와 주제의식 구현 양상

2. <

연극, TV 드라마 등의 영상프로그램에서 ‘기획 의도’는 “작품을 상연 혹은 방
영하는 목적 또는 방향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이른다. 그 안에서 주제도 요
약, 제시된다. 읽는 사람으로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작
가가 의도하는 주제의식인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기획 의도에서 ‘의병’,
‘낭만’,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작품 속에서는 주인공
고애신을 통해 ‘건’, ‘글로리’, ‘새드 엔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 이는 방영
14)

그레마스 사각형(Greimas square)이라고도 하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semiotic square)은
‘S1’과 ‘S2’의 대립관계(opposition), ‘S1’과 ‘-S1’, ‘S2’와 ‘-S2’의 모순관계(contradiction), ‘S1’와
‘-S2’, ‘S2’와 ‘-S1’의 함의관계(complementarity)로 규정한 것이다. 이 글은 갈등 관계만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하기에 그레마스 이론의 깊이 있는 설명은 줄였다. 이에 관한 국내 서적은 김
성도(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
부, 2002, 128-130쪽)를 참고했다.
14) 애신: 건. (⋯) 다른 이들은 모르는 잉글리시를 내가 아는 구나. 꽤 어려운 잉글리시를 아는 게
야, 내가. 몇 개 더 있다. 글로리, 새드 엔딩. (4화) : <미스터 션샤인> 대본을 구하기 어려워
이 글에서는 대본 없이 방송분으로써 기본 자료를 삼았음을 밝힌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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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22화와 23화 사이) 편성된 추석 특집 방송에서도 확인된다. 기방송된 1화부
터 22화까지를 요약, 정리한 특집방송 제목이 “미스터 션샤인 : Gun, Glory, Sad
ending”이었던 것이다.
건 과 ‘의병’-민초 존재의 부각

1) ‘ ’

작품의 기획 의도에서 처음 제기한 ‘의병’과 애신의 첫 번째 키워드 ‘건’을
연결하면 작품의 가장 큰 주제의식 중 하나가 도출된다. 이 작품의 주요 화두
‘조선에는 누가 살 수 있는가’,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
을까’ 등의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질 수 있다.
<미스터 션샤인>의 1화에서 유진 초이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 장면과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다. 바로 신미양요인데,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덧붙여진다.
15)

KRECA
① 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장군의 깃발 수자기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선다. 창과 칼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 (1화)
② 승구: 아부지. 지금이라도 도망 갑시다. 이러다 우리 다 죽소.
승구 부: 이놈아! 우리가 도망가면, 여기는 누가 지키냐. (1화)

미군의 보고서 내용을 다룬 ①에서 조선 군사의 처절한 투쟁이 잘 나타난다.
이전에 동양 국가들과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없었던 미국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조선군의 모습이 공포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전사’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 군대, ‘의병’까
16)

기획 의도 중 ‘뜨겁고 의로운 이름, 의병’에서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에서 노비, 백정, 아녀자, 유생, 천민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원한 것은 “제 나라 조
선(朝鮮)의 ‘주권’”이라면서, “흔들리고 부서지면서도 엄중한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유쾌하고 애달픈, 통쾌하고 묵직한 항일투쟁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스터 션샤인> 홈페이지, https://bit.ly/3adpfHL, 접속일 2019.5.30.
16) 1871년 신미양요는 제너럴셔면호 사건으로 비롯된 미국-조선의 전쟁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쪽의 전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임에도 이처럼 저항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당황했다. 신미양요, 나무위키 홈페이지, https://bit.ly/3a1gMY2, 접속일 2019.8.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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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당시 국가가 관리하는 ‘관군’과 ‘의병’
을 명쾌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부분 의병은 국가에서 지명하는 의병
장들을 통해 국가 지휘체계에 편입되기도 하였고 의병장은 관군화의 길을 걷기
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임꺽정’이나 ‘이순신’ 등 영웅이 아닌, ‘의병’을 전면에 내세
워 다룬 작품은 <미스터 션샤인>이 선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병 콘텐츠로는
재미, 흥미의 요소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17)

(1)

조선에는 누가 살 수 있는가, ‘건’의 의미
유진: 상전이었던 양반이…. 무엇에 놀란 거요? 양반의 말에? 아님 내 신분에? 맞
소. 조선에서 난 노비였소. …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 (9화)

KRECA

위 대사제에는 신분제 계급에 대한 당
돌한 도전이 들어 있다. 유진과 애신의 가
장 큰 갈등은 <그림 2>를 통해 볼 수 있
다. 애신에게 S ‘노비 유진’은 S ‘양반 유
진’으로 상상되어 있다. ‘양반 유진’은 –S
‘노비가 아닌 유진’과 ‘함의관계’이며 –S
‘양반이 아닌 유진’과는 ‘모순관계’일 수밖 그림 2.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본 유진과 애신의 갈등
에 없다. 이에 두 사람은 갈등한다.
드라마에서 조선은 천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려진다. 유진, 동매, 장포수
등의 삶을 보더라도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노비 등 천민 계급의 삶은 비참한 것
1

2

2
1

17)

조선시대 ‘의병’의 개념은 “중화문명의 보편적 가치인 의”를 기치로 “국내적으로는 왕조의 우두
머리인 군왕이 외적의 침입을 포함한 여러 국내외 난신적자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를 향한 충의를 실천하기 위해 신민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계승범, ｢의병의 개념과 임진
의병｣, 서강인문논총33집, 서울: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16, 30쪽)으로, ‘신’과 ‘민’이
두루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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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장포수가 어린 날 경험한 신미양요의 경우만 보더라도 왕은 백성을 보호
하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신분제 계급 하에서 노비와 백정에
대한 차별과 천대는 더욱 극심했다.
이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기’, ‘건’이다. 장포수의 총술, 유진의 군대,
동매의 무신회는 이들의 ‘건’이라 할 수 있다. 애초 개인적인 복수나 삶의 유지를
위한 힘이었던 ‘건’은 점차 의병 활동을 위한 무기, 조국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된다. 장포수가, 유진이, 동매가 ‘아씨’인 애신과 교류하기 위해서도 이들
은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천민 아닌 애신과 히나에게도 ‘건’은 있다. 요조숙녀
인 애신의 총술, 화려한 사교계를 대표하는 빈관 사장 쿠도 히나의 펜싱과 권총
이 그것이다. 당시 조선인에게 ‘건’은 험난한 당대, 생존을 위한 무기였던 것이다.
장포수, 유진 초이, 구동매의 서사는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의 고난과 버림받
음, 조력자를 만나 능력을 갖춤, 싸워 이김 등의 면에서 영웅 서사구조를 닮아
있다. 이 작품의 화두인 ‘조선에는 누가 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의병의 문제
와 맞닿아 있으며 그들의 의미는 영웅 서사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KRECA
18)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 의병으로 살기

(2) “

타카시: (…) 조선은 왜란, 호란을 겪으면서도 여태껏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
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죠. 누가?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르죠.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에 의병이 되죠. 을미년에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18화)

역설적이게도 조선인을 무참히 살육하는 악랄한 일본군 대좌의 입을 통해 작
품의 주제의식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그는 의병이란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18)

12

영웅 서사는 흔히 기이한 출생, 어릴 때부터의 비범한 능력, 버림 받음 혹은 고난을 당함, 조
력자를 만나 능력을 갖춤, 싸워 이기고 왕이 됨 등의 구조로 된다. 박경민‧이강진, ｢성공 한류 드
라마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변용 분석｣, 문화경제연구20권 1호, 서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7,
8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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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고 “달려들”어 일본에게 “반드시 화
가” 되는 이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의 말처럼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다른 화두이다. 의병의 자식 중
대표적인 사람이 장포수이다. 그는 신미양
요 때 “우리가 도망가면 여기는 누가 지 그림 3.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본 국난기 의병의 의미
키냐”며 끝까지 투항하던 ‘의병의 자식’이
다. 그를 둘러싼 황은산, 주모, 빵집 주인 등 사람들 역시 드라마상 이미 의병으
로 활동한다.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속적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격인 장포수 같은 “의병으로 살기”의 대립축에는 어린 장포수에
게 조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이완익 등처럼 “일제 앞잡이로 살기”를 놓을 수
있다.<그림 3> “일제 앞잡이로 살지 않기”는 “의병으로 살기”의 함의가 된다.
일제 앞잡이가 아니어야 의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제 앞잡
이로 살기”는 “의병으로 살지 않기”를 함의한다. 의병들이 국가 공동체를 향한
‘충’의 인물들인 것은 다음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KRECA
황은산: 하. 글쎄 말이다. 그렇다고 돌아서겠느냐?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
니다. 질 것도 알고 이런 무기로 오래 못 버틸 것도 알지만, 하. 우린 싸워야
지. 싸워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여기 있었고 두려웠으나 끝까지 싸웠다고.
대장장이: 예! 갑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24화)

이들이 신미양요 때 “끝까지 싸웠”던 의병들의 후손이라면, 주인공 고애신 역
시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이다. 그의 부친 고상완은 의병으로서 일찍부터 조선
의 앞날을 걱정, 이완익을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사살된다. 고애신의 조부 고사홍
은 양반임에도 자신의 안락만 취하지 않고 조국의 안위를 위해 의병들을 물심양
면 지원해 왔으며 고상완을 비롯한 그의 아들 둘은 모두 직접 의병활동을 하다
가 희생당한다. 그런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애신은 손녀만은 험난한 의
병의 길을 걷지 않길 바라는 조부의 뜻에 목숨 걸고 저항, 결국 장포수에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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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때 애신에게 있어 장포수의 제자 되기는 의병의 길, 구국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장포수란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으로 “지금”도 의병인 이들을 대표하
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병의 삶이란 대를 이어 이어져 왔다는, 의병
과 그 정신에 대한 긍정이 나타난다. 한편 천민이었던 유진과 동매의 의병 가담
은 그 계기가 ‘애신’이라는 점에서 우연적이며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글로리’와 ‘낭만’ -개화기와 새로운 시대, 영광의 허구성

2) ‘

낭만’은 사전적 의미로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
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태도”, 곧 ‘로맨스’를 말한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낭
만’이란, 개화기라는 변화의 시대, 강점 직전 참담한 현실이라는 이중적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꿈이나 공상의 세계”,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로맨스’로
볼 수 있다. 주요인물 5명은 중층의 삼각관계로 얽혀 있다.
‘글로리’는 1차적으로는 쿠도 히나가 경영하는 호텔 빈관의 이름이다. 이곳은
당대로서는 파격적일 정도로 현대적 감각으로 꾸며져 있다. 이곳은 당시 ‘가배’로
대표되는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되는 공간이었으며 “밥, 술, 연초, 노름,
침대, 기대, 그대. 없는 것이 없”(4화)는 공간으로서 당대 젊은이들의 ‘낭만’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
‘

19)

KRECA
20)

낭만’이라는 말의 원어는 ‘로맨스(romance)’이다. 기획 의도 “낭만적 사회와 그 적들”(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패러디한 어구로 보임)에서는 당시를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만나며
맹랑”하기도 하고 “명랑”하기도 한 시대이며 “달콤 쌉싸름한 낭만”의 시대였지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렬히 죽어가던, 상실의 시대”기도 하다고 밝힌다. <미스터 션샤인> 홈페이지,
https://bit.ly/3adpfHL, 접속일 2019.5.30.
20) 근대식 호텔의 효시는 1888년 일본인이 인천에 세운 대불호텔이다. 서울에 역시 일본인에 의
한 파성관 여관이 1895년에 세워졌고 최초의 서양식 호텔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 가족으로
1885년에 내한, 한러 외교와 서구식 문화 정착에 영향을 끼친 손탁이 고종에게 하사받은 건물
에 지은 손탁호텔이다. 글로리 호텔은 이보다 앞선 시대 지어졌을 호텔을 상상한 것이다.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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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 ‘동지’ – 갈등, 로맨스의 시작
유진과 애신은 미국의 외교 공관 로건
테일러의 저격 장소에서 조우한다. “목표
는 하나, 총잡이는 둘!”(1화), 곧 상대방
정체에 대한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적’과 ‘동지’를 대립관계에 놓을 때 ‘적’의
함의에는 ‘동지가 아님’이, ‘동지’에는 ‘적
이 아님’이 들어 있다.<그림 4> ‘적이 아 그림 4.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본 고애신과
유진 초이의 갈등
님’에는 ‘적도 동지도 아님’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애신은 일단 그를 ‘동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1) ‘ ’

KRECA
애신: 맞소. 반갑소. 사발 필요하면 얘기하시오. 이리 가까이 동지가 있는지 몰랐소.
(3화)

년 당시 ‘적’의 의미, ‘동지’의 의미는 곧 ‘매국’(친일)과 ‘애국’(조선의 자주
독립)으로 볼 수 있다. 첫 장면에서 갈등으로 시작한 이들은 점차 상대에게 호감
을 느끼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로맨스가 싹튼다. 작품 제목이 <미스터 션샤
인>이고 보면, 포커스를 ‘미스터’인 유진과 그를 그렇게 명명한 애신으로 두고
유진에게 막연한 호감을 갖는 쿠도 히나를 더한 삼각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애신-유진-히나의 삼각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히나는 유진
을 처음 본 순간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가 바라보는 애신을 “물지도 모른다”(4
화)면서 애신과 대립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지만, 이들의 삼각관계는 심화되지
않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여성 대립자들은 이전 시대 주인공
유형의 특성에 가깝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히나 역시 주인공과 같은 매력
적인 인물로 다른 인물들보다 한 수 위에서 사물을 관통하는 시선으로 서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신과 쿠도 히나 역시 적과 동지, 이중적 관계였다. 서
1902

21)

22)

이화정,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권 10호,
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12, 59쪽.
22) 쿠도 히나는 나이 많은 일본인과 결혼 후 사별,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남편의 죽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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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애신과 히나는 매국노에 대한 대척의 위치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완익 집에서의 조우는 그 한 예이다. 유진-애신-동매의 삼각관
계 역시 두 주인공 사이 제2남자주인공이 설정된 상황이다. 오랫동안 애신에게
연정을 품어온 동매에게 유진 초이는 견제의 대상이지만 동매는 유진을 향해 칼
을 뽑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삼각관계를 통해 동매는 복수의 화신에서 평범한
조선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동매와 애신 역시 적과 동지 사이에 놓여 있
다. 일본 무신회를 등에 업은 동매의 친일적인 활동은 반일, 독립운동을 하는 애
신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신은 어린 동매를 구했던 은인인 이상,
‘동지’이다. 이로써 당대 ‘낭만’이란 ‘적’과 ‘동지’ 사이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23)

낭만’의 간극 - ‘독일제 총구’와 ‘꽃’, 그리고 ‘펜’
이 작품에서 가장 표면적 삼각관계는 유진-애신-희성 관계이다. 애신과 희성은
집안끼리 정략결혼을 한 상태이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면으로 시대적 ‘낭만’
을 추구하고 있다.
(2) ‘

KRECA
애신: 변복과 차별을 두려고 평상시엔 장신구를 하는 편이오. 신문에서 작금을 낭
만의 시대라고 하더이다. 그럴지도. 개화한 이들이 즐긴다는 가배, 불란서
양장, 각국의 박래품들. 나 역시 다르지 않소. 단지 나의 낭만은 독일제 총
구 안에 있을 뿐이오. 혹시 아오? 내가 그날 밤 귀하에게 들킨 게 내 낭만
이었을지. (3화)
애신: 그렇게 혼인이 좋으면 함안댁은 왜 여태 재가 안 했는데.
함안댁: 내사마 사내 인물 본다 아닙니까? 조선 바닥에는 데꼬 살 만한 인물이 없
어서 안 했지요. 아 근데, 본께네 희성 도련님은 그 인물도 훤하고 정혼자

과 관련된 의사 소견서가 문제가 되어 부친과 마찰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죽음에 이완익이나
히나의 행동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작품에서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겨진다.
23) 이를 단적으로 보이는 대화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애신: 떠나려는 겐가? 어디로? 돕겠네. / 동매: 애기씨는 못 도우십니다. / 애신: 몸도 성치 않
다 들었네. 도움을 받게. /동매: 다시 저를 가마에 태우시려는 겁니까? 이번엔 안 타겠습니다,
애기씨. 제가 무신회에 첫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제 마지막은 이리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가마에 타면… 애기씨 또한 위험해지십니다. 저만 쫓기겠습니다. 애기씬 … 이젠 날아오르
십시오. / 애신: “호강에 겨운 양반 계집”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는가. (24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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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고 이래 꽃도 사오고. 뭐가 문젭니까.
애신: 그게 문제야. 사내 손에 든 게 고작 꽃이라. (5화)

손에 들고 있는 것의 차이는 두 사람의
중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총 들기’와 ‘꽃
들기’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총 들기’는
‘꽃을 들지 않기’를 함의한다.<그림 5>
이로써 애신의 희성에 대한 시각을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꽃 들기’의 희성의 경우
‘총을 들지 않기’를 함의하므로, 애신에 대 그림 3.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본 국난기 의병의 의미
한 반감을 가질 수 있으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김희성은 당대 이른바 ‘룸펜’이다. 1930년대 신문에서 ‘룸펜’, ‘룸펜, 부르
죠아’란 ‘신어’를 직접 다룬 바가 있다. 이에 의하면 ‘룸펜’이란 직접적으로 생산
관계 일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나 무산자로서 걸인이나 부랑인처럼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에 계급적 공헌이 없는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을 퇴폐한 향
락에 쓰는 “회의론자 혹은 저능아” 이다. 이 글이 발표되기도 30년 전에 이미
이런 룸펜 모습을 하고 있는 김희성은 ‘총 들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김희
성은 “애국을 하든, 매국을 하든” 애신을 긍정하면서 그녀와 연관된 것 자체가
“영광”(11화)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구국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사진을 바라보
며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영광”(24화)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무용하던 내
삶”을 의미 있게 한 것이 애신을 비롯한 구국운동가들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좋
아하는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이란 타인의 삶을 침범하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다. 당시 ‘낭만’,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로막
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김희성은 애신을 찾아감으로써 현실을 만나게 된다.

KRECA
24)

신어해설｣(동아일보, 1931.4.13., 4쪽)이라는 글에 의하면 ‘룸펜’이란 “직접생산관계(直接生
産關係)에 종사(從事)하지 안는 노동자(勞動者) 우(又)는 무산자(無産者)를 말하는 것으로 걸
인(乞人)이나 부랑인(浮浪人)과 가티 노자대립(勞資對立)에 잇서 하등계급적(何等階級的) 공헌
(貢獻)이 없는 자(者)”이며 “부조전래(父祖傳來)의 가산(家産)을 아모 유용(有用)한 사업(事業)에
쓰는 일도 업시 다만 퇴폐(頹廢)한 향락(享樂)에만 산진(散盡)하는”(독음은 인용자) 이들이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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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을 보기 전 정략결혼과 조선의 관습 자체를 부정하던 그가 애신을 통해 조
선의 관습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아울러 조선과 조선의 현실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소위 연적이라 할 유진을 인지하고 있으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 김희성의 애신을 향한 구애가 단순히 애신 개인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것
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희성의 애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 과정은 작품이 보여주는
또 다른 낭만성이다. 총을 든 애신과 달리 꽃을 들었던 희성은 애신과 가까워지
면서 꽃을 놓고 펜을 들게 되는 것이 주목을 요한다. ‘펜’이란 또 다른 ‘총’이다.
새드 엔딩’과 ‘사랑’ - 모든 ‘사랑’은 비극, 시대 부정

3) ‘

이 작품에는 여러 형태의 사랑 이 등장한다. 개인의 사랑뿐 아니라 집단적인
사랑, 나라를 위한 사랑도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맺는다.
애신을 통해 보인 키워드 ‘새드 엔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유진은 개인의 사랑과 나라에 대한 사랑의 착종을 보이기도 한다. 유진이 미
군의 총이 없어진 상황에서 “잡아넣지 않는 걸로 방관했고, 총을 찾지 않는 것으
로 편들”(5화)었던 것은 애신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때문이었다.
25)

KRECA
애신: 이제 주시오. 가봐야 하오. 일이 해결되면 추후에 돌려주겠소. 그때까지 귀
하가 한성에 있다면 말이오. 하나만 더 묻겠소. 황제의 예치증서 말이오. 조
선을 망하게 하는 길로 걷겠다더니 그걸 왜 조선에 돌려준 거요.
유진: 그렇게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려고 그랬나 보오. (12화)

하지만 애신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유진은 애신을 통해 조선을 다시 생각
하게 된다. 그리고 애신 같이 생각하려 한다. 유진에게 돌아와 처음 만난 조선인
애신은 ‘조선’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유진이 나라 구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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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도 중 ‘그리고 사랑’에서는 “검은머리의 미 해군장교 유진 초이(Eugene Choi)와 조선의
정신적 지주인 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애신 애기씨의, 쓸쓸하고 장엄한 모던 연애사”라며
나라를 원망하던 유진과 동매까지도 매료시켜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나라 구하기와 연관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애신의 기품과 아름다움이 이야기된다. <미스터 션샤인> 홈페이지,
https://bit.ly/3adpfHL, 접속일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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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애신으로 인함이었다.
개인적 사랑의 훼손, 비극적 결말
작품 속에서 개인 간 사랑을 볼 수 있
다. 다양한 이들 간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
스 수준을 넘어선다. 사전에 의하면 ‘사랑’
의 반대말은 ‘무관심’ 혹은 ‘증오’이다. ‘사
랑’의 대립축에 ‘무관심 혹은 증오’를 넣고
그 각각의 모순 자리에 ‘무관심 증오 없음’
과 ‘사랑 없음’을 넣게 되면, 결국 ‘사랑’은 그림 6.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본
개인적 사랑의 함의
‘무관심 증오 없음’의 함의를, ‘무관심 증
오’는 ‘사랑 없음’의 함의인 것이다.<그림
6> 유진 초이, 김희성과 구동매가 보이는 애신을 향한 ‘사랑’ 역시 애신에 대한
‘무관심, 증오 없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신에 대한 ‘무관심 아님’은
이들로 하여금 그녀를 따르게 한다. 애신에 대한 ‘증오 없음’은 그녀가 낯선 행동
-구국운동-을 하더라도 자기 신념을 바꿀지언정 그녀를 거부하지 않게끔 한다.
이로 인해 이들 모두는 그녀를 따라 현실인식의 안목을 갖게 된다. 애신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애신, 유진 초이, 김희성, 구동매, 쿠도 히나를 둘러싼 모든 사랑은
타의에 의해 훼손되어 모두 비극으로 마쳐진다. 유진 초이는 사랑을 위해 미군대
위라는, 안전하고 안락한 신분을 포기해야만 했다. 애신을 위해 싸우다 군법에
회부, 미군이라는 자격마저 박탈당한다. 출감 후에는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을 포기하고” “나는 듯이”(22화) 조선으로 와서는 끝내
애신을 구하는 자리에서 죽는다. 구동매도 애신을 보호하다가 죽음에 이른다. 사
별 직전 마음을 터놓은 동매와 히나의 사랑도 비극적이다. 유진-동매-희성의 세
사람의 우정, 사랑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히나에 의하면 애신 앞에서 당황하고
쩔쩔매는 유진은 “바보”이고 애신에게 뺨을 맞고도 웃는 동매는 “등신”이며 애신
을 위해 위장을 하는 희성은 “쪼다”이다. 이들은 “그 계집”, 애신을 두고 연적 사
이이기 때문에 히나에 의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로 관찰된다.(11화) <미스터 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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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에서 이들이 점차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작품 내 흥미롭게 전개되지만
이들의 우정은 지켜지지 못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랑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국
난기 서사를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형태의 유교 윤리 잔존
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계급 간 갈등은 논외로 되어 있다. 충직한 종들은 재산
과 상관없이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무한신뢰, 무한한 애정을 보
이는 이들은 모두 충성의 결과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26)

나라와 대의를 위한 사랑, 장엄한 죽음
국난기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의 대립축
에 나라를 파는 일이 놓인다. 결국 이 작
품에서 ‘구국, 애국’과 ‘매국’의 문제가 큰
갈등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을 볼 때
작품 속에서 구국 활동은 ‘매국 않기’라는
의미까지 함의한다. 또한 ‘매국’에는 ‘구국,
애국 않기’가 함의된다. 결국 당시에 있어
그림 7.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본 ‘구국,
구국, 애국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국’과 ‘매국’의 의미생성
‘매국’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애신이
환상 속 유진과의 미국행에서 “백 번을” “다시 다 돌아”오고 마침내 유진의 제안
을 거절한 것은 애신에게 ‘구국, 애국 않기’란 ‘매국’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매
국’과 ‘구국’은 이 작품의 주요 화두이다. 작품상에서 당시 조선은 매국노들의 매
물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익(일본 이름 리노이에)는 단돈
오만원으로 조선을 팔아넘기겠다고 말한다.
(2)

KRECA
유진: 건 왜 하는 거요? 조선을 구하는 것.
고애신: 꼴은 이래도 500년을 이어져온 나라요. 그 500년 동안 호란, 왜란 많이도
겪었소.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았겠소? 그런 조
선이 평화롭게 찢어 발겨지고 있소. 처음에는 청이, 다음엔 아라사가, 지
금은 일본이, 이제 미국 군대까지 들어왔소. 나라꼴이 이런데 누군가는 싸
워야 되지 않겠소? (5화)
26)

고사홍은 집안이 공격을 당하자 하인들에게 전답과 돈을 나눠주며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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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탈출했던 유진이 나라와 애국심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애신의 “500년을 이어져온 나라”라는 말에는 민족의 역사를 ‘조선’으로만 국한하
는 한계를 갖지만, 생활의 터전이 되어온 이곳 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애신에게 ‘나라’ 사랑은 ‘대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진에게 “조
선에는 누가 살 수 있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받으며 자신이 가진 대의에 의
심하는 상황에 처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질문자 유진의 몫이었다.
유진: (…) 그대의 조선은 행랑어르신도, 함안댁도 살고 있소. 추노꾼도, 도공도,
역관도, 심부름 소년도 살고 있소. 그러니 투사로 사시오. 물론 애기씨로도
살아야 하오. 영리하고 안전한 선택이오. 부디 살아남으시오. 오래오래 살아
남아서 당신의 조선을 지키시오. (11화)

KRECA

노비-양반의 갈등에서 유진과 애신은 크게 갈등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작품
이 진행되면서 이들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모두가 “살 수 있”지는 않지
만 “살고 있”는 ‘조선’, 이는 나라에 관한 일차적인 인정, 실체적 인정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이들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주모와 사
탕 장수 등 이름 모를 의병들은 물론이고 주인공인 유진과 동매, 히나, 장포수까
지 구국 운동을 하다가 죽음에 이른다. 영웅 서사를 갖는 인물들 모두 일본에 의
해 거세되는 것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란 등
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낭만’을 추구했던 룸펜 희성마저 언론 일을 하
다가 핍박을 받아 죽는다. 주인공 고애신만이 후진을 양성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되고 나머지 중요인물 대부분은 죽게 되는, 말 그대로 새드 엔딩인 것이다.
27)

27)

위인이 “그 초상(肖像)을 높이 들어 공경하고 따르는 대상”인 데 반해, 영웅이란 “타인이나 집
단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 “집단을 위한 희생자로 추모”되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인물”을
말한다. 정영권, ｢‘시국’, ‘모랄’, 그리고 4‧19 전야｣, 한국학연구51권, 인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8, 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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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역사드라마와 시대정신
<미스터 션샤인>은 고애신, 유진 초이, 구동매와 김희성, 그리고 쿠도 히나
등 젊은이들을 주요인물로 다루면서도 그들에 사건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랑에
무게가 실리는 드라마라면 개인 간 사랑과 타협하는 행복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것이지만 <미스터 션샤인>은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환기하는 방식을 사용하
였다. 이 드라마가 공동체에 무게를 둔 증거로 드라마상 종종 군중의 힘을 보이
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안의 민중들은 많은 이들이 의병이다. 평범한 빵가게 주
인도, 인력거를 끄는 청년도, 간호사도, 심지어 도공와 나루터의 주모까지 모두
의병이다. 이들은 민족적 비극으로 인해 두 가지 양태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19
화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피습된 상황에서 의병뿐 아니라 조씨 부인까지 활을 드
는 장면은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민중 스펙터클은 24화
에서 총에 맞은 함안댁을 애신이 감싸안고 우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다시
찾아온 일군 앞에 조선의 민중들이 벽을 만들어 물러나게 하는 장면을 통해 민
중, 군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주인공이 제시한 주요 키워드와 기획 의도가 전략적으로
매칭되면서 강력하게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작품이다. 이를 중심으로 주제의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의도에서부터 강조하던 ‘의병’과 애신의
키워드 ‘건’을 연결하여 ‘의병’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작품 속 ‘누가 살 수 있
습니까.’하는 화두가 던져지는데, 직접적으로 노비 출신 유진의 언술을 통하여 국
난기 민초, 민중, 국민의 의미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애신과 유진의 갈
등은 양반-천민이라는 전통적 신분제에 관한 갈등이다. 유진 스스로 조선은 민중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명제를 찾는데, 이는 3.1 운동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
는 경험을 갖기 전 조선의 고민을 담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
설고 내일은 무섭던 격변의 시대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급변하는 조
선을 지나는 중”(1화)이라는 말은 그 ‘각자의 방법’ 자체를 인정하는 언술이기도
하다. 또한 의병으로 살기-앞잡이로 살기의 갈등 양상을 통해 작품 속 주제의식
이 민족성을 강조함에 놓이는 것을 알게 한다. ‘민족’에는 장포수를 비롯한 평민
들뿐 아니라 고애신의 조부 고사홍 같은 양반 역시 포함된다. 특히 고애신은 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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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었던 유진과 동매까지 의병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인물이다. 둘째, ‘낭만’과
‘글로리’의 연결을 통해 당대의 ‘영광’이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있다. ‘낭만’은 강
점 직전 어두운 사회에서 유일한 ‘글로리’였다. 이 작품에서 가장 낭만적인 관계
는 유진-애신-희성 관계이다. 이 중 애신과 유진은 ‘적’과 ‘동지’의 갈등을 겪었다.
두 사람이 ‘적’이 아니라 ‘동지’임을 알아가는 과정은 국가에 대한 인식과정이기
도 하다. 인물들은 ‘낭만’으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정혼자 김희성은 고애신
에게 꽃을 들고 찾아가는 이른바 통속적 낭만성을 보이지만 고애신에게 ‘낭만’은
여인까지도 총을 들고 살아야 하는 시대적 통찰이었다. ‘꽃 들기’-‘총 들기’라는
김희성과 고애신의 갈등은 현실을 도피하는가, 직시하는가의 문제를 보여준다.
유진은 부모를 죽인 원수의 아들 김희성과 조선에 돌아와 만난 첫 여인 애신 사
이에서 조선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희성에게 애신은 낭만이자 글로리였
다. 희성이 “애국을 하든, 매국을 하든” 애신을 긍정하면서 그녀와 연관된 것 자
체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랑’과 ‘새드 엔
딩’의 연결을 통해 사랑이 불가능한 국난기에 대한 부정의식이 표현된다. 이 작
품에는 여러 개인들의 사랑이 나오지만 모두 비극적인 끝맺음을 보인다. 고애신,
유진 초이, 김희성, 구동매, 쿠도 히나를 둘러싼 모든 사랑은 타의에 의해 훼손
되는 것이다. ‘구국, 애국’과 ‘매국’의 의미가 정리되면서 작품 속 집단적인 사랑,
나라를 위한 사랑도 비극으로 끝맺는다. 구국 운동을 하던 유진, 동매, 히나가 죽
음에 이르고 ‘룸펜’이었던 희성마저 ‘펜’을 들고 ‘룸’을 벗어나 구국 일을 하다가
고문에 의해 죽으며 장포수 등 의병들의 나라와 대의를 위한 사랑 역시 모두 장
엄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모두가 사랑을 잃거나 죽는 마무리는 히나 말
처럼 “슬픈 끝맺음”으로 오래 기억되도록, 장엄한 마무리 장치로 보이는 한편, 사
랑 불가능한 당대를 부정하는 방편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인 주제의
식들이 세계인들에게도 소구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에 대한 바람(‘건’), 변함없는
사랑(‘글로리’),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대의를 위해 일하다 맞는 장엄한 죽
음에 대한 가치(‘사랑’) 등 인간 본성에 소구하는 보편성이 내재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물들은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장엄하게 죽어갔던 것이다.
역사드라마란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필요와 연관된다. 역사가 매체이며 한 시
기 약호화된 담론적 실천이라면, 특정한 장르는 시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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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향>(2015)의 흥행 성공을 이끈 것은 미투 운동이라든가
역사 바로세우기 등의 시대적인 분위기,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국민
적 분노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2018년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
하여 기획된 <미스터 션샤인>이 흥행하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퇴진, 민
주정부의 수립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 흑룡회의 미화라든가 의병의 실체에 관한
역사적 정합성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한국의 시청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좋은 역사드라마의 길은 역사란 현재의 전사임을 잊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역사드라마 작가들에게는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
는 역사문제에 민감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놓인다. 한편으로는 역사를 다룸에 있
어 사실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성실하고 엄정한 연구 자세가 요구된다. 시
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정신을 놓치지 않으며 엄중한 연구 자세로써
고증까지 겸비한 좋은 역사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란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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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권, 앞의 글, 548-549쪽.

24

한국예술연구 제27호

참고문헌
계승범.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서강인문논총33호. 서울: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서울: 고려
대학교 출판부, 2002.
김헌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애국서사 분석과 역사콘텐츠의 명과 암｣. 글로벌
문화콘텐츠38호. 서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박경민‧이강진. ｢성공 한류 드라마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변용 분석｣. 문화경제연
구20권 1호. 서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7.
이문행. ｢아시아 8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7권 9호. 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07.
이영미. ｢<미스터 션샤인> 맥락 잡기｣. 황해문화. 인천: 새얼문화재단, 2018.
이호준. ｢장르별 TV 프로그램 질적 평가척도의 개발｣. 한국언론학보50권 3호.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6.
이화정.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10호. 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12. http://dx.doi.org/10.5392/JKCA.2012.12.10.054.
정영권. ｢‘시국’, ‘모랄’, 그리고 4‧19 전야｣. 한국학연구51집. 인천: 인하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2018.
정혜경. ｢2010년대멜로드라마에나타나는국가와개인의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25권
1호. 서울: 대중서사학회, 2019. http://dx.doi.org/10.18856/jpn.2019.25.1.004.
조용상‧김혜정.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 분석｣. 글로컬 창의 문화
연구5권 1호. 서울: 글로컬창의문화연구센터, 2016.
주창윤. ｢<미스터 션샤인>, 역사의 소환과 재현방식｣. 한국언론학보63권 1호. 서울:
한국언론학회, 2019. http://dx.doi.org/10.20879/kjjcs.2019.63.1.007.
<미스터 션샤인> 홈페이지. https://bit.ly/389cCMx. 접속일 2019.5.30.
동아일보, 마이데일리, 중앙일보, CBS노컷뉴스 등.

KRECA
조미숙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제의식 연구

25

A Study on Subject Consciousness in Mr. Sunshine
Jo MiSook*

Mr. Sunshine is a popular drama se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article analyzes its structural relationships through the
Greimas square of semiotics, and looks at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Mr. Sunshine. First, the soldier’s dilemma is exposed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the actor, the ‘soldier’ and the keyword ‘Gun.’
The dilemma, ‘Who Can Live’ represents the state before Independence
movement gave the nation the experience of taking on an identity.
Second, through the keywords ‘romance’ and ‘glory’ we can examine
how contemporary behavior. The most obvious triangle in this work
is the Eugene-Ashin-HeeSung relationship. Third, we can see ‘love’
and tragic ending.’ All forms of love in this drama end in tragedy.
Love for the country and for the cause is undermined by others,
and all ends in tragedy. This has the effect of lending solemnity and
weight to the ending, and also figuratively represents the impossible
choices facing th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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