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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는 전복하는가?: ‘이생망’의 자본주의적 판타지
결론

국문초록

최근 10년간 영화 산업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IPTV, 카카오 페
이지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의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상영관을 통한 1차 소비의 속도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매
우 빨라졌으며, 영화의 2차 소비, 즉, IPTV나 테블렛, PC, 모바일 폰으로
영화를 보는 행위를 통해 영화의 손익 분기점이 뒤엎이는 경우도 생겨
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문화 지형도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한국 영
화 산업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단연 판타스틱 장르 영화의 성장이
다. 이 논문은 최근의 판타지 영화의 급속한 성장을 주목하면서 무엇이
현재의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조건을 형성하는지, 그 형식적 특성과 내
용적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지점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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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영화가 사회, 문화, 경제적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계보적으로
살펴보면서, 판타지 영화와 현실의 관계 속에서 판타지 장르를 이해할
것이다. 이는 판타지 영화 혹은 리얼리즘 영화라는 장르 구분이 가로막
을 수 있는 해석의 난점을 넘어서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개봉
하여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1, 2편의 형식적 특
성을 분석하며, 현재 한국에서 기획되고 생산되는 디지털 판타지 영화
가 만들어낸 영화의 새로운 영화적 재현의 형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판타지 영화는 종종 ‘전복’의 장르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러한 장르적
특징이 ‘기술로 완성된’ 현재의 한국의 판타지 영화를 해석할 수 있는 지
를 살펴볼 것이다. 흥미롭게도 현재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특수효과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 흥행의 성과를 낸 <신과 함께>
와 같은 영화도, 조야하고도 안타까운 한국 사회의 현실 반영하는 ‘로우
판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궁극적
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모습의 젊은 세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판타
지 영화에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의 정서와 윤리가 드러남을 주장한다.
(주제어: 판타지 장르, 판타지 영화, 전복, 자본주의, 정치성, <신과 함께-인과 연>, <신
과 함께-죄와 벌>, 디지털 기술, 디지털 플랫폼)

1. 서론
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 배급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신작 <로마>가
오스카상의 3개 부분을 석권하자, 할리우드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배급되는 영화는 영화 발
전을 저해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1) 마틴 스콜세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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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이리쉬맨>을 극장과 넷플릭스로 동시 개봉했으나 자신의 영화
는 핸드폰의 작은 화면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여 빈축을 산 바 있다.2)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느껴지는 이와 같은 신경전은 한국에서도 마찬가
지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넷플릭스 오리지날 영화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국내 멀티플랙스 극장에서 개봉을 보이콧 당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사건들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올드 미디어가 되어버린 영화
계가 처한 최근의 현실을 보여준다. 과연 영화 산업은 넷플릭스나 아마
존 프라임, IPTV, 카카오 페이지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 의하여 저
물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영화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극장을
통한 1차 소비의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매우 빨라졌으며,3) 영화
의 2차 소비, 즉, IPTV나 테블렛, PC, 모바일 폰으로 영화를 보는 행위를
통해 영화의 손익 분기점이 뒤엎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영화
진흥위원회에서도 극장 개봉을 중심으로 한 제작-배급방식을 중심으로
내던 통계를, 2013년부터는 IPTV를 통한 영화 구매 통계까지 월별로 내
1) Anne Thompson “The Spielberg vs. Netflix Battle Could Mean Collateral Damage for
Indies at the Oscars”, Indie Wire, Feb. 28, 2019.
2) 마틴 스콜세이지는 2019년 10월에 영국의 잡지 <제국(Empire)>에 마블 영화는 영화
가 아니라고 인터뷰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11월 4일 뉴욕 타임즈의 <의견>
란에 투고하여, 자신이 왜 마블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는지에 관해서 설명했다. 물론
“넷플릭스를 내 영화 <아이리시맨>을 배급하기는 했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예술로서의 영화는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이 의견이 실린 뉴
욕타임즈에는 1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예술로서의 영화, 오락과 영화의 경계,
배급사와 영화관의 수직통합의 문제 등 전 세계적인 영화 시장의 변화에 관한 날 선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Martin Scorsese, “Opinion Martin Scorsese: I Said Marvel
Movies Aren’t Cinema. Let Me Explain.” New York Times, Nov. 4, 2019.
3) 예를 들어 천만 영화인 <광해>의 경우, 천만 관객을 달성하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신과 함께-죄와 벌>은 16일 만에 천만 관객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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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영화의 다양한 소비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폰은 ‘통화’보
다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같은 기기를 통해 웹툰, 웹소설, 게임,
영화, 드라마가 동시에 소비된다. 2차 시장에서의 영화 소비는 모바일
폰이나 PC를 통해 소비되는 드라마, 웹툰, 동영상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
는다. 모바일 기기에 집중된 각종 미디어 플랫폼 친밀성은 OSMU(One
Source Multi-Use)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 및 웹툰과 영화를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네이버의 슈퍼스트링 프로젝트,4) 다음카카오, 아마존 프라임
등의 프로젝트의 개발을 더욱 부추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영화
유통’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마블영화와 같은 특수효과가
강조되는 영화만이 영화관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영화계에 도
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는 1990년대 중반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시작한 르네상스기를 거쳐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줄곧 자국 영화
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을 차지하며 탄탄한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5) 또한 봉준호의 <기생충>이 칸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그랑프리
를 차지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을 차지
하는 등 한국영화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면에서 적
어도 플랫폼의 변화가 영화의 소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의 변화는 영
화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이다.
4) 인터넷 페이지 https://comic-superstring.naver.com/ 참고.
5) 최근 10년간 한국영화의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점유율(%)-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영화
43.9 49.7 57.6 58.7 49.3 51.3 53.2 51.4 50.3 50.9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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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르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흥미롭게도 한국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단연 판타스틱 장르 영화의 성장이다. 2006년 <괴물>
의 천만 관객 돌파 이후 가능성을 열었던 판타스틱 장르는 2013년을 기
점으로 양적으로 급증하였다.6) 2008년 –43.5%라는 최저 수익률을 찍
은 이후 잠시 위기론이 등장하였으나,7) 투자배급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수직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부터, 수익률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송경원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변곡점을 “장르영화와
예술영화의 분리”가 본격화 된 2007년 이후로 파악한다.8) 물론, 장르영
화와 예술영화를 엄격히 양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9) 확실히 장르
영화, 그 중에서도 판타스틱 장르의 성장은 눈에 띄는 변화이다.
애초에 영화는 문학과 달리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율적
형식들 하”에 “영화적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특수한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10) 따라서 영화는 어떤 면에서 대개 환영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 조작을 통해 환상적 측면이 강조된, 장르로서의 ‘판타스틱 영화’
또한 영화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판타지 영화와 달리
대형 영화사의 기획, 마케팅과 거대 자본의 투입 속에서 탄생한 현재의
‘디지털’ 판타지 영화의 ‘기호’들은 새로운 사회학적 해석을 요구한다.
김소영은 2000년대 초반 필름 영화에서 디지털 영화로 변화하는 시기
의 시각테크놀로지에서 “특수효과가 ‘현실’의 지시적 기호를 점차 지워
냄과 동시에 역사의 시간화와 공간화에 필요한 재현의 물직적 요소 자
6) <부록 2> 참고.
7) 김성훈, <위기와 기회 사이: 10개의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0년대 한국 영화>, 뺷씨네
21뺸, 2020.1.14.
8) 송경원, <그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감독으로 읽는 2010년대 한국 영화의
흐름>, 뺷씨네 21뺸, 2020.1.14.
9) 가령,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은 장르영화인가 예술영화인가?
10) 질 들뢰즈, 뺷시네마 1: 운동-이미지뺸, 시각과 언어, 2005,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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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11)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블롤버스터 영화의 필수요건이 된 특수효과는 과거 셀룰로이드 영화가
보여주던 영화적 조작과는 달리 물질적 요소를 초과하는 새로운 재현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2016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부산행>과 2017, 2018
년도에 두 번의 천만 관객 신화를 만들어낸 <신과 함께>가 입증하듯이,
디지털 이미지는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재현의 영역을 열었다.
따라서 이 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첫째는 판타지 영화의 계보를 추적
하여 판타지 영화들이 그려온 ‘판타지’의 기호들이 생성된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다. 이에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판타지 영화가 사회, 문화, 경
제적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계보적으로 살펴보면서, 판타지 영화와
한국 사회의 관계 속에서 판타지 장르를 이해할 것이다. 이는 판타지 영
화 혹은 리얼리즘 영화라는 장르 구분이 가로막을 수 있는 해석의 난점
을 넘어서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개봉하여 가장 큰 성공을 거
둔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1, 2편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며, 현재 한
국에서 기획되고 생산되는 디지털 판타지 영화가 만들어낸 영화의 새로
운 판타지 재현의 형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판타지 영화는 종종 ‘전
복’의 장르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러한 장르적 특징이 ‘기술로 완성된’ 현
재의 한국의 판타지 영화를 해석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흥미롭
게도 현재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특수효과를 사용하였
으며 가장 큰 흥행의 성과를 낸 <신과 함께>와 같은 영화도, 조야하고도
안타까운 한국 사회의 현실 반영하는 ‘로우 판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논문의 후반부에는 <신과 함께>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석
하며, 디지털로 구현된 환상적 세계가 과현 현실의 전복의 메시지를 담
11) 김소영, ｢사라지는 남한 여성들: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무의식적 광학｣, 뺷한국형
블록버스터: 아틀란티스 혹은 아메리카뺸, 현실문화연구, 200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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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모습의 젊은 세
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에 과연 어떤 정서와 윤리가 표
출되는지 그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기술이 만들어낸 ‘판타지 영화’의 계보
일반적으로 ‘판타지’ 장르란 무엇인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
게 전제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판타지를 ‘리얼리즘’의 대척점에
놓고 구분하는 것이다. 츠베탕 토도로프는 ‘환상적인 것’을 인간의 체험
을 성실하게 옮기는 ‘리얼리티’의 세계를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이며, 따
라서 ‘리얼리티’적 문법을 벗어나 독자와 캐릭터의 ‘망설임’이 나타나는
문학을 환상 문학의 특징으로 파악한다.12) 물론 이러한 구분은 다소 무
용할 수 있다. 이른바 리얼리즘 문학이 ‘환상’의 요소를 전혀 가지고 있
지 않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도
로프나 로즈마리 잭슨13)은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에도 장르 구
분을 시도하여, ‘환상성’이라는 개념이 도출할 수 있는 양식이나 주제(경
이로운 것, 기이한 것, 환상적인 것 등의 구분)를 추출해낸다. 이에 반해,
캐서린 흄은 문학의 두 가지 충동 즉, 미메시스 충동과 환상 충동은 동
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며, 환상 문학은 “합의된 리
얼리티”에 반하는 충동에서 발현된 일반 문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다.14) 이에 따르면 판타지는 리얼리즘이 형식적으로 대별된다기보다 맥
락적으로 구별되는 장르로 인식된다. 리얼리티가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12) 츠베탕 토도로프, 뺷환상문학서설뺸, 일월서각, 2013, 53-64쪽.
13) 로즈마리 잭슨, 뺷환상성: 전복의 문학뺸, 문학동네, 2001.
14) 캐서린 흄, 뺷환상과 미메시스뺸, 푸른나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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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장르도 “로우 판타지(low fantasy)와 하이 판타지(high fantasy)”15)
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하나의 균질한 장르로서가 아니라 근대적 합리적
사고의 균열이 분출하는 형태로까지 범주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다.16)
따라서, 토도로프나 잭슨과 같이 판타지를 장르로서 구분하는 것은 일
종의 표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이러한 형식을 판타지의
확정적 지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영화의 경우 문학보다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영사판에 이미지로 존
재하는 물질이자 비물질인 영화는 로즈마리 잭슨이 언급했듯이 “카메라
렌즈와 대상 사이의 공간에 만들어지는 환영적인 것”의 그림자이고 따
라서 그 자체로 환영적이라고 볼 수 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흄이 제시한 “합의된 리얼리티”의 문학적 문법에 버금하는 영화적 리얼
리티, 즉 핍진성(verisimilitude)을 구성하는 영화 언어적 특수성이 존재
한다. 들뢰즈가 뺷시네마 1, 2뺸를 통하여 밝혔듯이, 영화는 고정된 이미
지를 셀룰로이드에 압축하여 새로운 시간과 내러티브를 편집하여 구성
한다. 영화는 새로운 운동과 시간을 영화적 시간 안에 담아 핍진성을 구
성하여,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사고 체계를 혼돈시키고 불안정화 한
다.18) 관객은 영화적 공간에 자신들을 안착시킴과 동시에 상상된 것과
실제(real)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보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미학적 관점에서 다룰 때에는 문학과 마찬
15) 하이 판타지는 이른바 “이차 세계 (secondary world)”를 무대로 삼는 것을 일컫고, 로
우판타지는 이 세상을 무대로 삼은 판타지 장르를 일컫는다. 복거일, 뺷세계환상소설
사전뺸, 김영사, 2002, 36-37쪽.
16) 나병철은 환상의 외연을 훨씬 더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에게 리얼리즘적 환상
이나 환상적 리얼리즘은 따라서 환상의 외연 안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나병철, 뺷환상과 리얼리티뺸, 문예출판사, 2010.
17) 로즈마리 잭슨, 뺷환상성-전복의 문학뺸, 문학동네, 2001.
18) 질 들뢰즈, 뺷시네마 1: 운동-이미지뺸, 시각과 언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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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환영성’과는 별개로 멜리아스적 ‘환상’
전통과 뤼미에르적 ‘사실’ 전통은 매우 다른 것으로 담론화 되어왔다. 잘
알려진 대로, 뤼미에르는 카메라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든다는 측면
에서 영화의 리얼즘적 측면을 중시하였다면, 멜리아스는 최초의 SF영화
로 알려진 <달나라 여행>을 통해 영화 카메라의 조작적 측면, 그리고 이
를 통해 판타지를 가시화하였다. 그러나 뤼미에르의 사실적 영상도 완
벽한 ‘사실’을 재현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순간을 담아낸 이미지를 편집
하여 영화적 핍진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멜리아스가 만들어낸 조작
적 환영과 마찬가지의 환상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도로
프와 잭슨이 환상 문학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로, 판타지장르로서의 멜리아스적 전통은 리얼리즘 전통과 분리되어 이
해되어 왔다.
더구나 판타스틱 영화는 ‘상상하는 것’을 구체적 대상물로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예를 들어 영화의 서브장르로서의
공포, SF, 판타지는 모두 ‘환상성 (the fantastic)’을 가지고 있으나 영화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장르로 여겨진다. 그리고 각각의 서브장
르가 독특한 시각 관습을 구축한다. 즉, 귀신이나 퇴마가 나오는 것은
공포영화, 과학의 발전과 사이보그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SF, 시공간
의 경계를 넘나들며 1차세계와 2차세계를 구분 짓고 괴물이나 정령이
나오는 것은 판타지 영화라고 그 외형적 틀에 의해 암묵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과 같은 영화는 SF영화의
관습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과 같은 좀비 영화의 관습을,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판타지 영화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영화에서의 ‘판타지’의 외연은 ‘판타스틱 영화’보다는 좁은 개념
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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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의 경우 이런 좁은 개념으로서의 판타지 영화의 역사는 서
구보다 더 짧다. 김소영은 폴 윌먼을 인용하여 합리적 근대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 이의 대립쌍으로서의 ‘판타스틱’ 영화가 가능하고, 이런 면에
서 판타지 영화는 ‘합리적 근대’에 태어난 장르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김
소영은 한국의 경우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동되었던 1960년대 한국영
화의 황금기가 되어야 판타스틱 한국영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19) 예
를 들어 판타스틱 장르에 속하는 <월하의 공동묘지>(1967)는 공포, <대
괴수 용가리>(1967)는 SF와 재난 장르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러나 주
지하다시피 한국영화사에서 판타스틱 영화는 주류범주에 들지 않고 산
발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지칭하는 1, 2차세계를 넘나드는 ‘판
타지 장르’는 1990년대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로는 한국영화가 리얼리즘 미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전화 혹은 역사
화 되었다는 점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선호되는 장르를 만들 수밖에 없
는 여건이 있었다. 1960년대 한국영화의 황금기를 지나 1970-80년대 한
국 영화의 암흑기에는 직접적인 ‘환상’이 가시화된 장르 영화들은 영화
미학 담론의 완벽한 외부에 위치해 왔다.
위와 같은 편파적 장르의 형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한국의 근대가 식민지-전쟁-분단-냉전 등의 “환상
성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20) 시공간을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 1세계 국가가 그리는 환상적 공간을 그려내기
19) 김소영, 뺷근대성의 유령들: 판타스틱 한국영화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00; 비슷한
관점에서, 근대성과 여성의 위치에서의 여귀의 출현의 계보를 추적한 백문임의 글도,
근대와 판타지적인 것의 동시적 발현에 관한 중요한 저작으로 볼 수 있다. 백문임,
뺷월하의 여곡성: 여귀로 읽는 한국 공포영화사뺸, 책세상, 2008.
20) 테스트릿 엮음, ｢한국형 판타지가 어색한 이유｣, 뺷비주류 선언뺸, 요다, 2019,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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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의 토양은 척박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판타스틱 장르가 존
재하기는 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제국주의 국가가 만들어낸 판타지
영화와 한국의 판타지 영화가 형식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으나, 그 내용
이 비슷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때문에 한국의 판타지 장르는 공포나
잔혹한 현실에 대한 무의식을 드러내는 남미 영화의 마술적 리얼리즘과
더욱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21)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창조하는 2차 세계의 현실감, 즉 판타스틱한
세계의 핍진성이 일정한 산업적 조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영화적 판타지 재현에 필요한 핍진성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를 가능하게 할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갖추지
못한 3세계의 영화의 판타지는 그 핍진성의 조야함 자체가 조롱의 대상
이 된다. 1967년 작 <대괴수 용가리> 제작 당시 이러한 공상과학영화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자랑한다거나 일본과의 합작
이 강조되었던 것22)도, ‘판타스틱’ 영화를 만들기 위한 물질적, 정치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 제작의 디지털적 전환, 즉 이진법 체계를 통해 탈
부착이 용이한 디지털 기술은 영화의 후반작업을 통해 셀룰로이드로는
부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현의 방식을 만들며 새로운 영화 기호들을
탄생시켰다. 기존의 셀룰로이이드에 대한 물리적 조작으로 구현해왔던
“합의된 리얼리티”의 경계는 넓어졌고 새로운 재현의 기호들이 왕성하

21) 남미 국가 영화나 소설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방식을 흔히 ‘마술적 리얼리즘’이
라고 지칭하는데, 예를 들어 기예르모 델 토로의 <판의 미로, 2006>와 같은 영화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22) Chung-kang Kim, “Monstrous Science: The Great Monster Yonggari (1967) and Cold
War Science in 1960s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3 no.2, 2018,
pp.3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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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탄생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도 1993년 <쥐라기 공원>의 성공 이
후로 대형 판타지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 압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바
탕으로 한 영화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판타지 영화의 신기원을 이루었
다. <매트릭스>(1999), <해리포터>(2001), <반지의 제왕>(2001), <아바
타>(2009), <인터스텔라>(2014) 등의 영화는 한국에서도 대흥행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한 마블영화의 슈퍼히어로
시리즈는 이른바 디지털 문화 시대가 낳은 압도적인 판타지 장르 영화
의 시대를 주도했다.
한국 사회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기계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조야하기는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김청기
감독의 <우뢰매>시리즈는 이러한 시각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아동용 판타
스틱 장르의 예이다. 물론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쓰인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 흔히 DI(digital intermediation)으로 불리는 기술을 통해 새
로운 장르영화의 세계를 열 수 있었다.23) <은행나무 침대>(1996), <여고괴
담 1>(1998), <퇴마록> (1998)과 같은 판타스틱 장르의 영화가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것도 디지털과 CG의 사용을 통해 구현된 새로운 시각을 통한
장르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Red Camera, Arriflex Alexa와 Sony
CineAlt와 같은 디지털 카메라의 상용화는 고급 퀄리티의 디지털 영화
촬영과 후반작업의 용이성을 통해 장르영화의 전성기를 열었다.24) 이런
면에서 판타지 영화의 등장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충분한 ‘핍진성’을 구가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23) 조해진, ｢한국판타지영화의 시대별 양상과 특징 연구｣, 뺷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뺸 제
17권 2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1, 543쪽.
24) Brian Yecies, Ae-Gyung Shim and Ben Goldsmith, “Digital Intermediary: Korean
Transnational Cinema”,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Vol.141 no.1, 201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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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런 조건이 상당히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괴물>의 천만 돌파와 2007년의 <디워>는
판타지 장르의 확실한 분기점을 만들었다. <괴물>은 해외영화사와의 기
술합작을 통해 국제화의 추세를 선도했고, <디워>도 해외 동시개봉을
추진할 정도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장르영화의 가능성을 넓혔다. 국내
기술팀들도 막 성장세를 타고 있던 중국의 판타지나 무예영화의 CG기
술을 합작하는 데에 큰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천카이거의 <투게
더>(2002)와 <무극>(2005)과 같은 영화가 디지털 기술의 합작의 예이
다.25) 판타스틱 장르가 한국의 주요 미학인 리얼리즘과 부합하지 않았
다는 측면에서 외면 받아왔던 과거에 비해 <괴물>은 장르영화와 리얼리
즘 영화의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은 해외의 디지털 영화들과 겨루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한국
의 판타지 영화들은 2013년 제작 붐과 흥행참패를 동시에 맞보았다.
그러므로 2016년 <부산행>의 성공 이후로 좀비물을 비롯한 <신과 함
께>와 같은 판타지 장르가 형식적으로나 대중적 성공했던 것은 이런 영
화 기술적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탄생할 수 있었던 매우 최근에 형성
된 장르라고도 볼 수 있다. 흥행에 참패하였지만 2013년 <미스터고>의
후반작업을 한 DEXTER 스튜디오의 특수 효과팀이 실패를 딛고 중국의
무예, 무예판타지 영화에서 이력을 쌓으며 2018년 <신과 함께>에 상당
한 호평을 받으며 ‘국산 CG’ 기술의 발전을 이뤄낸 것도 최근 한국의 판
타지 영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천이었다.26) 다시 말해, 좁은 외연으
로서의 판타지 영화는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장르라
25) Brian Yecies, Ae-Gyung Shim and Ben Goldsmith, “Digital Intermediary: Korean
Transnational Cinema”,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Vol.141 no.1, 2011, p.6.
26) 김성훈, <<신과 함께-죄와 벌> 진종현 총괄 VFX 슈퍼바이저, 최완호 R&D 슈퍼바이>,
뺷씨네21뺸,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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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디지털 판타지 영화는 기존
의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 환영성”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초과
하는 판타지 세계를 적극적으로 그리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3. 디지털 판타지 영화의 어떤 표본: <신과 함께>의 경우
이제 최근의 판타지 영화가 기획, 제작되는 과정과 플랫폼이 가져온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최근 10년간 역
대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더라도 디지털화 된 판타지, SF 혹은 재난물 등
판타스틱 영화가 1000만 관객 시대를 열며 흥행의 주도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27) 여기에 더해 박스 오피스의 성공은 다른 플랫폼의 같
은 장르의 영화의 소비 또한 견인한다. 예를 들어 판타지 영화의 시리즈
물 중 최신판이 개봉하면 IPTV에서 같은 시리즈의 전편들의 구매횟수가
덩달아 급증하였다.28)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한 다시보기 기
능은 판타지물의 흥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문화 소비의 새로운 패
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영화 시장과 미국 시장이 국내, 국외 마켓에서 경쟁하는 상
황도, 영화를 대형화하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판타지 영화를 제작
하는데 몰두하게 한다. 일례로 마블영화로 흥행을 주도하는 미국영화에
27) <부록 1>의 2019년 9월 15일 기준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참조. [출처: 영화진흥위원
회 웹싸이트] 표에서 어두운 부분은 판타지, SF, 재난물.
28) 예를 들어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한다는 뉴스가 발표되면, 이미 상영된 어벤져
스 시리즈물을 보고 다음 편을 보겠다는 관객이 증가하고 따라서 IPTV구매 횟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 2019년 4월과 5월
에는 <캡틴마블>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IPTV VOD 이용이 각각 3, 4위를 차
지했다.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IPTV 및 디지털케이블 TV 영화 VOD 이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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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기 위해 한국영화도 이에 맞설 만한 판타지 영화의 제작을 감행
하게 되고, 이는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신과
함께>나 <부산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은 흥행을 이루고 있으며,
<신과 함께>는 이미 4편까지 기획이 된 상태다. 이제 한국 영화가 미국
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 문화자본주의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다. 2010년 이후 세계적 경제대국이자 ‘한류’의 문화 수출국이 된 한국에
서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길에서, 판타지 영화는 문화 강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중요 무기가 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적 영화 콘텐츠를 만들
기 위하여 제작사가 웹툰과 웹소설 시장의 콘텐츠에 눈을 돌린것도 새
로운 문화 소비 패턴에 조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다.
여러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웹툰은 영화에 가장 많이 이용된 모바일
콘텐츠이다. 웹툰은 짧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빠르게 소비하는 가
장 대중적인 스낵컬쳐로 꼽힌다.29) 10초면 볼 수 있는 웹툰이 영화화되
고30) 분절성이 두드러진 웹소설이나 게임이 영화화된다.31) 2015년 천만

29) 스낵컬쳐는 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심지어 30초 안에 웹툰 한편을 보고 5분
안에 웹드라마 두 편”을 볼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소비되는 문화를 일컫는다. 정승
은, ｢스낵컬처 영상에 관한 연구:72초 대표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뺷씨네포럼뺸 제24
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6.
30) 웹툰의 영화화는 2005년 강풀의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5년 <은밀하게 위대하게>
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웹툰의 영화화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고. 이태훈, ｢웹툰의 영화화 트렌드에 대한 영화산업의 대중예술성 분석 연구 (영
화 “신과 함께(2017)을 중심으로)｣, 뺷디지털융복합연구뺸 제16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
학회, 2018; 조해진, ｢한국판타지영화의 시대별 양상과 특징 연구｣, 뺷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뺸 제17권 2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1; 전지니, ｢웹툰과 영화의 크로스미디
어 기획 연구: 강철비, 창궐의 사례를 중심으로｣, 뺷구보학회뺸 제20호, 구보학회, 2019.
31) 허만욱, ｢디지털 융합시대 판타지 영화의 매체 미학과 서사 변용 연구｣, 뺷우리문학연
구뺸 제39호, 우리문학회, 2013. 가장 최근에 <신과 함께>의 제작사인 리얼라이즈픽쳐
스는 인기 웹소설 <전지적 독자시점>을 영화화하기로 하였다. <판타지 웹소설 ‘전지
적 독자 시점,’ 영화로 만든다>, 뺷매일경제뺸,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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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3년 <씨네21>에 실린 영화화 될 웹툰에 대한 소개

관객을 모았던 좀비영화였던 <부산행>은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서울역>과 영상적 친연성을 가지고 있고 애니매이션이자 영화감독인
연상호는 최근 웹툰 작가와32) 드라마 작가33)로도 데뷔하였다. 모바일
기기의 대대적 보급에 따라 대중교통 안, 쉬는 시간, 자기 전 누워서, 혹
은 수시로 소비자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웹툰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내
려간다. 특히 웹툰은 수직적으로 스크롤 다운하여 관람할 수 있는 “스크
롤 미디어”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34) 수직적으로 스크롤 다운하는 가운
데, 웹툰의 이미지는 일정한 영상적 효과까지 갖는다. 최근에는 웹툰에
소리나 스페셜 이펙트를 더하여 새로운 미디어 감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웹소설 보다도 이미 이미지화 되어있는 웹툰이 가장 영화화가
32) <웹툰작가로 돌아온 연상호 감독>, 뺷동아일보뺸, 2019.9.3.
33) <‘방법’ 시청률 2% 출발…연상호, 드라마 도전 성공할까>, 뺷뉴시스뺸, 2020.2.11.
34) 손현화‧전승규, ｢‘스크롤’의 미디어, 웹툰의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출판만화, 영화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뺷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뺸, 한국디자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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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화화 된 웹툰으로는 2005년 강풀의 <아파트>, <바보>를 시작으로,
<순정만화>(2008), <이끼> (2010),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 <내부자
들> (2015), <강철비> (2015), <신과함께> (2017, 2018>, <창궐>(2018) 등
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림 1>에서와 같이 기획되었던 웹툰 원작 영화중에서
흥행에 성공한 것은 <신과 함께>와 <내부자들>정도이다. 장르적으로 살
펴보자면,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이룬 웹툰 원작 영화는 스릴러, 좀비물,
액션, 판타지 등이고, 로맨스는 실패를 거듭했다. 아무리 인기 있었던
웹툰 원작이더라도 영화로 제작되었을 때 상업적 성공을 당연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영화화되었을 때 ‘영화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도 큰 관건이었다.
현 상황에 대하여 <신과 함께>의 공동 제작자인 원동연은 <씨네21>
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극장에서 봐야 할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
텐츠가 완벽하게 구분될 것이다. 지금 내가 콘텐츠를 픽업할 때 가장 먼
저 고민하는 질문은 ‘이 아이템이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건가’다”라고
밝혔다.35) 다시 말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 형태가 영화 관람의
극히 일부만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따라서 극장 상영과 모바
일 상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주어진 2시간여를 집중하여 상영하고 관람하
던 방식의 영화문화는 축소될 것이고, 소비자의 생활 패턴대로 10분, 20
분을 쪼개서 환한 대낮에 영화를 가볍게 소비하는 이른바 ‘스낵컬쳐’의
일부로 재편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영화 제작이 이루어져야
35) 김성훈, <<신과 함께-죄와 벌> 제작자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오늘 이 영화
를 못 본 관객은 내일이라도 본다’>, 뺷씨네 21뺸,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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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앞으로의 영화
는 몰입과 관람 충성도를 원칙으로 하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를 만들
어 냄과 동시에, 이것이 바쁜 현대인이 잠시 짬을 내어 볼 수 있는 영상
으로도 재편집 가능한 콘텐츠로 소비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형래는 <신과 함께>의 짧게 편집된 동영상이 광고나
짧은 동영상 짤로 퍼져 나갔던 상황을 지적하며, 관객의 소비패턴에 조
응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 <신과 함께> 돌풍의 원인으로 파악했
다.36) 물론 <신과 함께>의 원작 웹툰이 2010-11년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
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7년 뮤지컬로 이미 공연이 되었고, 2016
년 온라인 RPG 게임으로 만들어졌던 것도 이러한 영화의 시각적 장치가
관객에게 ‘익숙한’ 것으로 감지될 수 있는 다수의 조건을 만들어낸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37)
여기에 더하여 <신과
함께>가 판타지 영화로
서의 2차세계를 성공적
으로 구현한 것과 영화
를 게임적으로 재구성한
측면도 모바일로 이미
콘텐츠를 접한 관객에게
어필하였을 것이라 짐작
<그림 2> 웹툰 <신과 함께>에 그려진 지옥도

할 수 있다. 영화에 구현

36) 조형래,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 죄와 벌의 죽음충동과 삶 충동의 시각적
스타일에 기초한 흥행 원인에 대하여｣, 뺷대중서사연구뺸 제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37) 최하영, 뺷웹툰 원작 영화의 흥행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9,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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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화 <신과 함께>에 입체적으로 구현된 지옥도

된 이미지는 2차원의 평평한 상상에 머물렀던 웹툰을 3차원의 공간으로
인도한다. CG를 통한 2차 세계의 구현은 특히 저승을 여행하는 장면에
서 웅대하게 구성되며 실사로는 촬영할 수 없는 CG의 게임적 움직임에
의해 속도감과 긴박감이 더해진다. 미국의 경우 <쥐라기 공원>이후, 한
국의 경우 <괴물>이후 “디지털 크리쳐”가 등장하여 액팅을 한다는 점은
판타지 장르의 큰 특징이 되었다.38) 영화 <옥자>가 슈퍼돼지를 CG로 창
조한 것과 같이, <신과 함께>에서는 웹툰에 등장하지 않았던 디지털 크
리쳐가 다수 등장하여 게임적 판타지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 <신과
함께>의 경우 CG와 시각특수효과(VFX)가 들어간 숏은 2200개에 전체
숏의 88%를 이루고 트랜지션에 쓰인 숏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영화의
90%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VFX가 쓰였기 때문에, 영화의 디
지털 효과는 후반작업 뿐만 아니라 촬영부터 CG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
을 정도였다.39)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후반작업이 영화의 본
작업을 압도할 정도가 된 것이다.
38) 허만욱, ｢디지털 융합시대 판타지 영화의 매체 미학과 서사 변용 연구｣, 뺷우리문학연
구뺸 제39호, 우리문학회, 2013, 360쪽.
39) 김성훈, <<신과 함께-죄와 벌> 제작자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오늘 이 영화
를 못 본 관객은 내일이라도 본다’>, 뺷씨네 21뺸,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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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괴물>이나 <옥자>가 현실에 잠입한 가상의 생물로서의 모습
을 디지털 적으로 구축해낸 것이라면, <신과 함께>는 현실의 인간들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괴물
과 슈퍼돼지가 인간의 현실 세계를 방문한 것과 달리, <신과 함께>의 주
인공들은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다. CG 작업을 통해 구현된 저승을
주인공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디지털 크리쳐들과
이를 물리치는 저승사자들의 대결이 생동감을 더하며 <신과 함께>는 명
실상부한 판타지 영화로서의 2차세계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마치 관
객들이 놀이공원의 테마 파크에 직접 입성한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
다.40) 이는 주인공의 이동에 관객이 같이 공간이동을 한 효과를 낳으며,
게임이 게임 유저들을 게임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방식과 같이 관객을
영화의 세계로 이동 시킨다.
조형래 또한 게임적 CG와 영화적 CG가 이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지
적하였는데,41) 이러한 시각적 구현 외에 영화 전체의 서사가 게임화 되
었다는 점은 <신과 함께>의 큰 특징이다. 영화는 RPG게임과 같은 방식
으로 세 명의 저승차사를 플레이어로 설정한다. 이들이 데리고 가는 김
자홍, 김수홍 두 형제는 이승의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영호의
액터는 차사 세 명이 된다. 관객은 세 명의 차사가 액터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이들에게 몰입하게 되며, 총 7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
다. 각각의 관문을 지나기 위해서는 무죄를 입증하는 퀘스트를 수행해

40) 물론 여기에서 쓰인 CG기술이 할리우드에서 영화에서 보이는 CG에 훨씬 못 미치며,
“유치하다” “중국 무협 영화 같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최하영, 뺷웹툰 원작 영화의
흥행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1) 조형래,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 죄와 벌의 죽음 충동과 삶 충동의
시각적 스타일에 기초한 흥행 원인에 대하여｣, 뺷대중서사연구뺸 제24권 3호, 대중서
사학회, 2018, 4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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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러한 퀘스트가 성공할 때 다음 관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2017
년에 개봉한 <신과 함께-인과 연>이 총 7개의 관문의 퀘스트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2018년 개봉한 <신과 함께-죄와 벌>을
본 관객들은 이러한 퀘스트를 반복하는 게임적 효과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관객은 영화 관람자로서 김자홍과 김수홍의 억울한 죽음
에 얽힌 이야기를 접하는 한편, 저승으로 들어가는 시점에는 마치 RPG
게임의 플레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비매개 되어 (im-mediate) 되어 게임
적 판타지 안으로 관람자 자신이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42) 이러한 게임
적 서사가 영화에 등장한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2019년 초에 종
영된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보다 직접적으로 게임을 통해
가상의 현실과 현실을 넘나드는 게임판타지를 TV화면에 선보였고, 10%
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전하였다. 따라서, 영화의 게임적 구성, 게임과
같은 CG를 영화의 화면에 구현하여 관객을 판타지 안으로 직접 불러들
이는 것이 현재 판타지를 소재로 한 대중서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신과 함께>에서는 웹툰에서는 세 명의 성주신에게 주어
졌던 역할이 마동석이라는 CG가 필요 없는 근육질 액션 히어로 캐릭터
에 집약된다. 즉 마블에 버금가는 히어로 인물을 이승의 내러티브에 삽
42) 허만욱은 재매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매개 현상에는 비매개(immediacy)
와 하이퍼 매개(hypermediacy)라는 두 가지의 전략이 존재한다. 비매개는 수용자가
미디어의 존재를 잊고 자신이 표상 대상물의 존재 속에 있다고 믿게 할 목적으로 만
들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비매개 미디어에서는 수용자가 주변을 잊고 완벽하게
내부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현실이 대표적
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하이퍼 매개는 수용자에게 미디어를 환기시켜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상 양식으로, 메뉴 등이 뚜렷하게 표현된 웹 환경이나 어플
리케이션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허만욱, 디지털 융합시대 판타지 영화
의 매체 미학과 서사 변용 연구｣, 뺷우리문학연구뺸 제39호, 우리문학회, 2013, 각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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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마동석을 마블영화의 슈퍼히어로적 성격을 지닌 캐릭터로 만들
었다. 물론 여기에서 마동석은 인간을 해칠 수 없는 힘없는 히어로로 설
정이 되었지만, 마동석 신체 자체는 압도적 육체성이 뿜어내며 히어로
적 포스를 과시한다. 조형래도 <신과 함께>가 보여주는 방식이 마블스
튜디오의 슈퍼히어로물의 시각화 방식을 차용한 시각적 스타일에 있음
을 지적한 바 있다. 마동석이 새로운 마블 시리즈 <이터널스>의 주인공
으로 캐스팅된 것도43) 이와 같은 캐릭터의 활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와 게임 플레이가 교차되는 구성 때문에, 사실은 매우 지
루하고 ‘아시아적인’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에 관한 7
가지 교훈 서사가 관객을 훈계하면서도, 관객들이 2시간이 넘는 러닝타
임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작자 원동연이 밝혔듯이 “아시아를
관통할 수 있는 보편서사”44)와 게임적 구성과 몰입효과를 관객에게 전
달한다. 거기에 엑소 멤버의 캐스팅을 통해 스타 파워까지 가미한 <신
과 함께>는 웹툰-게임-영화 혹은 K-music의 효과까지 노리며 크로스 미
디어 전략을 구사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구성한다. 또한 이제는 드라
마에서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PPL의 과감한 삽입 등45) <신과
함께>는 영화의 상업성을 위해 구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장착하고
있다. 요컨대 <신과 함께>가 보여주는 특징들을 살펴볼 때 원천적으로
웹기반 서사와 이미지를 통하여 생성된 판타지를 게임, 뮤지컬, 영화로
43) <마블 히어로 합류 마동석, 극 중 모습 최초 공개>, 뺷국민일보뺸, 2019.8.26.
44) 김성훈, <<신과 함께-죄와 벌> 제작자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오늘 이 영화
를 못 본 관객은 내일이라도 본다’>, 뺷씨네 21뺸, 2018.1.18.
45) <신과 함께>에 어머니가 누룽지를 자꾸 태운다며,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밥솥을 어머
니께 선물하는 서사를 삽입했다. 영화에서는 보기 드문 PPL이었다. 이에 관하여 많
은 댓글이 “여보, 이번 겨울에 어머님 댁에 누룽지 밥솥 하나 넣어 드려야겠어요!”라
며 조소하였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과 함께>는 영화가 포스트-시네마 시대를 살
아남기 위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상업적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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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키고 다시 이것이 모바일 폰의 짤로, 동영상으로 소비되는 구조
에 적합한 판타지가 현재 디지털 문화에서 탄생한 판타지 장르의 생성
과정인 것이다.

4. 판타지는 전복하는가? ‘이생망’의 자본주의적 판타지
이제 디지털 판타지 영화의 구축을 통해 그려진 판타지의 내용을 점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토도로프가 문학 텍스트의 내부에 존
재하는 ‘환상성’에 집중하여 판타지 양식의 구조주의적 분석을 시도하였
다면, 이러한 양식으로서의 판타지의 특징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전복의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문학으로 대별한 것은 로즈마리
잭슨이다. 로즈마리 잭슨은 문학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환상적인 것이 근본적으로는 당대의 현실에 대한 전복적 가능성
을 내포한 것으로 본다.46) 로즈마리 잭슨의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광범
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판타지 장르가 “해체적 충동
(deconstructive impulse)”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러한 해석의 경향은 이미 클리쉐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47)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틀이 모든 ‘판타지’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상은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균열된 모든 것을 현 상태로 돌려놓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
체의 확장과 함께 쏟아지고 있는 웹판타지 문학, 혹은 판타지 영화를 분

46) 로즈마리 잭슨, 뺷환상성: 전복의 문학뺸, 문학동네, 2001.
47) Nicholas Ruddick, “Introduction”, State of the Fantastic: Studie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Fantastic Literature and Film, Greenwood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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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에 있어서 ‘판타지의 전복적 기능’이 존재하는가는 좀 더 자세히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외피만 살펴본다면 <신과 함께>는 1차 세계와 2차 세계를 오가는 중
간 지점, 즉 인간에게는 ‘환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간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 판타지’에 속하는 듯하다. 죽음의 상태에 처한 주인
공들이 과거로 다시 한 번 회귀하여 지난 생을 복기한다는 설정 자체는
흄이 지적하였듯이 현실에서 “의도적 탈출”을 그린다는 점에서 판타지
적이다. <신과 함께>에서 판타지를 겪게 되는 주인공들은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 “이생망”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혼의 회귀를 통해 저승
에서나마 원한을 풀게 된다.48) <신과 함께>에서 김자홍, 김수홍 형제는
모두 완전한 죽음을 맞기 이전에 주어진 49일 동안 자신들의 삶을 복기
하는 가운데 원한을 풀고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면에
서 <신과 함께>에서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사람들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
이하게 되는 서사는 로즈마리 잭슨이 주장한 바와 같이 판타지가 현실
에 은폐된 충동을 분출시켜 관객에게 해방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현
실을 전복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형래가 지적했듯이 <신과 함께>의 주인공들은
젊은 나이에 억울함을 품고 죽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모
습으로 재현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러한 지점에서
<신과 함께>가 ‘헬조선’을 살아가는 한국의 관객들의 “죽음의 충동”을 투
사한 것이라 지적한다.49) 이와 유사하게, 이윤종은 <부산행>의 좀비 서
48) “이생망”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생은 망했어!”의 줄임말로, 젊지만 이미 실패한
인생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다.
49) 조형래,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 죄와 벌의 죽음 충동과 삶 충동의
시각적 스타일에 기초한 흥행 원인에 대하여｣, 뺷대중서사연구뺸 제24권 3호, 대중서
사학회, 2018, 4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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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분석하면서, 좀비 판타지를 프레카리아트 계급, 즉 언제든지 사회
의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태로움을 가지고 있는 계급의 정동으로
파악하였다.50) 이는 복도훈이 좀비를 “빚진자 들의 연대”로 파악한 것과
도 일맥상통하며,51) 현 사회의 위태로운 자들의 모습을 판타지 장르가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판타지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화차>가 보여주듯 빚에 떠밀려 현실에 존재하지만 어느
순간 잠적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일상적 재난의 지점이
판타지 영화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판타지 영화에서 “의도적 탈출”이 사실은 현실에
서 겪은 재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시 현실을 조망하는 기제
가 된다는 점에서 <신과 함께>는 판타지 영화라기보다 개인의 재난상황
을 전지적 시점에서 조망하는 현실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수잔
손탁은 대표적인 판타스틱 영화인 냉전기 SF영화들을 과학을 표면에 둔
“재난의 영화”이며 냉전이 처한 현실의 사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암시
하는 영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52) 마찬가지로 한국의 판타지 영화 또한
이데올로기적 작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기술의 발전과 소
비의 활황과 더불어 성장하는 판타지 영화는 21세기 한국이 처한 현실,
혹은 재난을 그려낸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난은
과거의 재난, 즉 전쟁과 기아, 천재지변이 아닌, 개인이 당한 사고, 죽음
50) 이윤종, ｢좀비는 정동될 수 있는가?: <부산행>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동과
여성 생존자의 미래｣, 뺷여성문학연구뺸 제39호, 여성문학회, 2016.
51) 복도훈, ｢빚짐의 도착적인 유대, 또는 속죄의 판타지 (없)는 좀비민국의 아포칼립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16)과 <서울역>(2016)을 중심으로｣, 뺷문학과 영상뺸 제18
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52) Susan Sontag, “The Imagination of Disaster”, Hibakusha Cinema: Hiroshima, Nagasaki,
and the Nuclear Image in Japanese Film, Mick Broderick (ed.), New York: Routledge,
2009,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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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판타지 영화는 개인적인 재난이 현
실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난 상황을 피하게 해준다는 점
에서 전복성이 있다.
그러나 “이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의 논리와 과정을 살펴본
다면, 과연 이 판타지가 진정한 ‘전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신과 함께>는 2차 세계를 드러내는 환영적 이미지로 가득하
지만, 이들이 통과하는 7개의 관문은 억울한 죽음을 ‘기소’하고 ‘변론’한
다는 이성적, 법적 작동방식으로만 움직인다. 다시 말해, 영화가 2차 세
계를 다루는 방식이 현세의 법집행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물론 사자들이
현세와 내세를 오가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망자를 변론
하는 방식은 억울한 부분을 추론하고, 조사하여, 마침내 이성적 변론을
한다는 점에서 ‘이성적 합리성’의 승리를 보여준다. 이는 ‘이성적 합리성’
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현실 세계를 구축하고 ‘판타스틱’한 것이 그에 대
항한다는 ‘판타지’의 ‘전복성’의 일반적 해석에 완벽히 균열을 낸다. 관객
은 이미 ‘이성적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전복된 ‘재난 상황’이 팽배
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역설적으로 ‘합리성’으로 작
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상상이 ‘비합리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
타지가 되는 셈이다. 즉,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합리성’을 찾는 것이
역설적으로 ‘판타지’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과 함께>는 웹소설의 인기 장르인 ‘회귀물’과 상당
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물’이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과거의 시간대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사는 스토리를 가진 웹
소설의 장르를 지칭한다. 안상원이 밝혔듯이 회귀물의 특징은 “미래의
정신이 현재(과거)의 몸을 지배하는 것” 이며, “회귀 모티프의 서사는 주
인공이 현재의 유의미한 관계/권력 등을 상실한 데서 시작하며, 회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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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안 뒤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자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 더 나아가
회귀 시점 이후의 미래를 긍정한다는 점”이다.53) ‘회귀물’ 웹소설은 게임
을 리부팅하여 반복적으로 과거로 회귀하며 이생을 거듭 살아내는 내러
티브를 생산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그것이 판타지임과 동시에 이미 한번 살아본 인
생의 현실 원리를 체득한 주인공이 남들보다 우월하게 수행한다는 점이
다. ‘이생망’했던 현실과 달리, 이미 ‘이성적 판단’을 통해 현실에서 해답
카드를 가진 자들은 다시 비합리와 재난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에서의
승리를 꿈꾼다. <신과 함께-인과 연>에서도 ‘다시 살기’의 쾌락은 존재한
다. 영화에서는 수홍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재판이 진행되
는 가운데, 수홍이 살던 철거지역의 조-손 가정과 그 가정을 지키는 성
주신(마동석 분)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된다. 성주신은 철거지역에서 혼
자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막아주 가신(家神)인데, 저승
사자의 세계에서는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승에서는 아무런 위력
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반에게 맞아 똥통에 빠지거나, 조-손 가
정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타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 육체적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세의 세계에 관한 예지력도 떨어져 반토막 날 펀드
를 사고 “펀드는 언제고 오른다”라는 어리석은 말만 되풀이한다. 마지막
에 소멸될 위기에 처해서는 “니 말대로 펀드 말고 부동산 살걸 그랬어.
비트코인 사거나”라는 말을 내뱉는 그에게 억울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아, 현실은 판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
한다. 그러나 망자들의 억울함이 2차 세계에서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53) 안상원, ｢한국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뺷한국문학이론과 비평뺸 제80호,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18,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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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죽음’에 이르고 할아버지의 ‘다시 살기’가 가능해지자, 그 가족에
게 극적인 변화가 온다. 망할 줄 알았던 ‘펀드’가 오르는 것이다.
주인공들은 삶을 회귀하고 드디어 ‘이상적인 죽음’에 이르지만, 그들
이 살던 1차 세계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거반이 들이닥쳐
언제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비참
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나쁜 사람은 없어.
상황이 나쁠 뿐이지”라는 착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간직한
자에게 자본주의적 ‘상’인 펀드 상승이 이루어진다. 펀드가가 상승하면
서 비참한 현실이 뒤집힐 것으로 마무리되는 영화의 끝은 어쩌면 영화
를 통틀어 가장 ‘비전복적’이다.
다시 말해, ‘이성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는 변화가 없지만, “나
쁜 상황은 로또로 극복된다”와 같은 서사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 판타
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판타지적 존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삶, 그러
니 상황이 나쁠 뿐이니 유순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성주신의 메시
지는, “이생망”이더라도 착하게 삶을 받아들이라고, 다음 생을 기다리라는
훈육을 남긴다. 이렇게 <신과 함께>는 1차 세계와 2차 세계를 넘나드는
판타지보다 더 환상적인 자본주의적 판타지를 화려한 디지털 기술을 동원
한 영화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망한 현실을 다시 되풀이하여
자본주의적 승리를 쟁취한다는 욕망의 투사는, 판타지 안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삶의 위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판타지 영화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현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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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생산되고 있는 판타지 영화가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화된
기술 속에서 자라난 장르였음을 밝혔다. 또한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영화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화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 판타지 영화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에 발맞추어 그 형식과 언어를 교차시키
며 새로운 21세기 한국 영화의 강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
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작된 판타지 영화는 판타지 영화가 고전적
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사회전복적 요소를 탈색시키고, 오히려 자본주의
적 환상을 그리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 비전복성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압도하는 ‘이생망’의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사
회의 욕망,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훈육의 메시
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동진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천만 관객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포스트-시네마 시대의 관객의 주체성을 참
여하는 주체로 상정할 수 없는 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많은 영
화가 “노골적으로 비디오게임과 같은 대중오락에 빠진 젊은 관객층”54)
이 소비하는 문화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두운 현실을 영화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듯한 판타지 영화의 이면에
는 판타지도 극복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훈육이 관통하고 있다. 판타지
에서 그려지는 주체는 결코 스스로를 정치화하거나 좀비와 같은 방식으
로 사회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쁜 사람은 없어”라는 착한 마
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기를 바란다. 좀비물을 사극으로 재구성한 <창
궐>에 등장하는 왕세자(현빈 분)는 “솔직히 이게 나라냐?”라는 뜬금없이
국가 비판적인 대사를 읊으면서도, 좀처럼 정치에 참여하기를 끝까지
54) 서동진, ｢다중, 대중, 군중: 관객성의 분석을 위한 몇 가지 주장｣, 뺷문화연구뺸 제4권
1호, 문화연구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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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데, 자신들을 주체화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
여준다. ‘민주주의 쟁취’와 같이 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정치로 이끌던 대
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윤리, 스
펙 경쟁 등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
재의 (젊은)세대가 추구할 수 있는 윤리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가장 흥행한 영화로 꼽히는 <엑시트>가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보다 타자를 먼저 생각
해야한다는 윤리 하나로 재난을 버텨내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에는 감동
이 존재한다. 하나의 대의와 윤리가 지배할 수 없는 구조화된 사회에서,
비록 약자의 자리에 있지만, ‘회귀’가 아니라, 이 사회를 버티며 관통하
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난은 ‘판타지’가 아닌 현실
의 작은 실천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엑시트>와 같은 서사 혹은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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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영화제목
명량
극한직업
신과함께-죄와 벌
국제시장
어벤져스-엔드게임
베테랑
아바타
도둑들
7번방의 선물
암살
알라딘
광해, 왕이 된 남자
신과함께-인과 연
택시운전사
부산행
변호인
해운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괴물
왕의 남자
어벤져스-에이지 어브 울트론
인터스텔라
겨울왕국
기생충
보헤미안 랩소디
검사외전

제작국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홍콩
한국
한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한국
한국
미국
미국,영국
미국
한국
미국

개봉연도
2014-07-30
2019-01-23
2017-12-20
2014-12-17
2019-04-24
2015-08-05
2009-12-17
2012-07-25
2013-01-23
2015-07-22
2019-05-23
2012-09-13
2018-08-01
2017-08-02
2016-07-20
2013-12-18
2009-07-22
2018-04-25
2006-07-27
2005-12-19
2015-04-23
2014-11-06
2014-01-16
2019-05-30
2018-10-31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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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30

엑시트
설국열차
관상
아이언맨

2019-07-31
2013-08-01
2013-09-11
2013-04-25

부록 2
개봉연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9
2007
2006

영화제목
<사바하>, <변신>, <사자>, <암전>
<신과 함께 -죄와벌>, <마녀>, <옥자>, <염력>, <창궐>, <물괴>
<신과 함께-인과 연>, <석조저택 살인사건>
<부산행>, <곡성>, <시간이탈자>, <가려진 시간>, <서울역>
<검은 사제들>, <뷰티 인사이드>, <손님>,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퇴마>
<역린>, <소녀괴담>
<설국열차>, <숨바꼭질>, <감기>, <미스터고>, <무서운 이야기>, <꼭두각시>,
<사이비>, <타워>
<늑대소년>, <연가시>
<해운대>, <전우치>, <박쥐>
<디워>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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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Korean Digital Fantasy Film
—Genealogy, Case, and Social Meaning
Kim, Chung-Kang (Hanynag University)
Recently, the cinema industry faced a crisis on the rise of various media platforms
such as Netflix, Amazon Prime, IPTV, and Kakao Page. The rate of film release in
the theater has become ever shorter, and the secondary consumption of film through
IPTV, tablet, PC, or mobile has seen a drastic increase. In the midst of this new
media-geography,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recent years would be the rise of
the ‘fantasy film’ genre.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antasy films in the way in which the genre has been constituted, and delves into
particular aspects that its contents contain. This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sociology of the birth of a new genre.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ask two frequently raised questions in regard to
this genre. The first is to ask whether we can discern fantasy from reality,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whether the fantasy genre implicates certain social subversion.
These two questions aim to discover how fantasy forms a relationship with reality
and what this means. To do so, this paper will trace the genealogy of the fantasy
film genre in Korea and analyze recent big hits such as the <Along with the Gods>
series as the model case of digital fantasy film. Through this exploration, this paper
will be able to provide a new sociology of the fantasy film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
(Keywords: fantasy genre, fantasy film, subversion, capitalism, politics, Along
with the Gods-The Two Words,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digital technology, digital platform)

76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논문투고일 : 2020년 1월 17일
심사완료일 : 2020년 2월 5일
수정완료일 : 202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