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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년 여성 캐릭터의 변화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한국 영화, 노년 여성, 성(性) 주체, 제 2의 성, 수행성 이론

** 제1저자,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과(SungKyul University, Dept. of Paideia,)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Konkuk University, Dept. of Culture 

Contents)

접수일(2021년 3월 16일), 수정일(2021년 4월 8일), 게재 확정일(2021년 4월 9일)

http://doi.org/10.34227/tjocc.2021..21.71



72  문화콘텐츠연구 제21호

I.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

를 넘는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다. 통계청은 2025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

구의 20.3%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년층 증가는 

노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국가와 달리 빠른 속도로 노령화 속도가 

늘고 있다.1)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한국 사회는 노년기 삶에 집중하

기 시작했으며,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고, 액티브 

시니어, 실버세대, Golden Age 등 다양한 명칭들이 갖는 수식적 의미는 

새로운 노년 생활에 대한 표현이자 노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이 들어감

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자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기존 용어

에 대한 반감의 표현을 담고 있다.

현시대 노인들은 기성세대 노인들과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되었고, ‘늙지 않는 노인’이란 의미로 ‘노노족’2)이란 새로운 단어가 만들

어질 만큼 기성세대 노인들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주체로서의 개념

을 확립해 가고 있다. 이렇듯 노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은 

과거의 노인과의 차별성을 넘어 삶에 대한 독립적인 적극성을 가진 성향

으로 발전했음을 엿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노년기에 자신만의 뚜렷한 주

1) 통계청이 10월 15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 ‧ 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에 따르면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명(16.1%)에서 2040년 1666만

명(34.3%)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 

article/view.asp?arcid=0924160598&code=11151100&cp=du (검색일 2020년 10월 16일)

2) 노노족 NO老族 잘 늙지 않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현대 의학기술 발달로 수명이 길어

진데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로 체력뿐 아니라 외모까지 젊어진 노령층을 말한다. 매

경시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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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노후의 삶에 그 목적을 추구한다. 

현시대의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돌봄 대상이자 소외계층으로 고

립되어 존재하며, 비가시적인 존재로 인식됐던 과거의 노인과 달라진 존

재로서 부각하고자 하는 역동성을 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노인에 대한 시선은 과거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편이

다. 노인을 ‘일선에서 물러난 잔여적 삶을 사는 존재’3)로 영상콘텐츠 속

에서도 보조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젊음에서 벗어난 존재, 가부

장적 사회 속에서 삶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 노년에 대한 영상콘텐츠의 시

선은 실제 노인의 삶의 현실과는 큰 거리를 보인다. 

특히 노년 여성에 대한 시각은 과거의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 감독의 작품 안에서 조차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년, 그중 여성의 성(性) 

주체성과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을 살펴 노년 여성에 대한 영화 속 

인식을 조명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이 노인 성담론은 남성중심으로, 성

(性) 주체자로서의 몸 담론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 연구의 시

선을 확장하고, 더 활발해지는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화 콘텐츠 제

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연구방법과 연구 범위

한국 영화 속에 드러나는 성(性) 주체자로서의 노년 여성 캐릭터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이후 상영한 노년 여성 중심의 영화 3편을 분

석하였다. 2015년은 ‘#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시점이며4), 2015년 이후 노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에도 다

3) 김지혜, 조성남,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형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논총� 12호, 이화여자대학교, 2004, 271-297쪽. 

4) 2015년 2월 10일 한 트위터 사용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SNS라는 한정된 공간을 

뛰어넘어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졌고, 트위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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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주제, 다양한 캐릭터 접근이 시도됐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허스토

리>,<아이 캔 스피크>, 해녀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을 보여주는 <계출할

망>,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와 아들이 합심하

여 범인을 찾아가는 <오! 문희> 등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노년 여성 중심

의 영화지만, 여기에서는 ‘노인’, ‘여성’, ‘주체로서의 삶’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 2015년 영화 <장수상회>, 2016년 영화 <죽여주는 여자>, 

2020년 <69세> 세 편의 영화를 선정했다. 

노년 여성 캐릭터의 성(性) 주체성 이론은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을 중심으로, 문화적 접근은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의 젠더 이론 중 ｢수행성 이론｣을 접목하여 노년 여성에 

대한 영화 콘텐츠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성

담론은 남성중심, 성(性) 주체자로서의 몸 담론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연구의 시선을 확장하고, 점점 활발해지는 노년 대상의 콘텐

츠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로는 권지혁의 “영화에 나타난 노인 캐릭터

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5)로서 영화 속 노인 캐릭터의 재현 방식에 관

한 연구가 있으나 2000년 이후 상영작에 등장하는 영화 속 노인 캐릭터

의 재현에 관한 포괄적 연구임으로 본 논문이 지향하는 노년 여성의 성

(性) 주체성과 그 곁이 다르며, 김경란의 “노년의 영화적 재현: 노년담론

과 노인의 정체성”6)은 한국 영화가 아닌 독일 영화분석으로서 그 대상이 

다르다. 노년 여성의 주체성을 다룬 박인영의 “노년의 영화적 재현: 여성

의 자아 탐색을 중심으로”7)의 연구는 유럽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소책자로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검색일 2020년 10월 08일) 

5) 권지혁, ｢영화에 나타난 노인 캐릭터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4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3쪽.

6) 김경란, ｢노년의 영화적 재현: 노년담론과 노인의 정체성｣, �독어교육�제76권, (발행처), 

2019, 247쪽.

7) 박인영, ｢노년의 영화적 재현: 여성의 자아 탐색을 중심으로｣, �영화연구�제64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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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기에 한국 영화 속 노년 여성을 다루고자 하는 이 논문과 그 대상이 

또한 다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논의와 달리 본 연구는 한국 영화의 노

년 여성 캐릭터에 담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보부아르의｢제2의 성｣이론과 버틀러의｢수행성 이론｣을 

통해 영화 속에 담긴 노년 여성 객체의 수용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와 여성의 제2의 여성으로서 구별 되어진 노년 여성에 대한 영화 속 사회

적 통념과 정체성 진화를 언급함으로 노년 여성에 대한 시대적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한다.

3편의 영화가 상영된 시간적 흐름은 5년여에 불과하지만 3편의 영화 

속 캐릭터의 성적 주체성에 관한 인식은 ‘남성을 보살피는 무성(無性)적 

존재’, ‘남성의 성적 욕망에 의한 타자로서의 존재’,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자로서의 존재’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영화 <69

세>는 보부아르가 보던 제2의 성적 존재로서 젊은 여성과 대비되는 제2

의 여성으로 구별 되어진 노년 여성의 삶에 대해 평등한 존재로 보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런 캐릭터 변화를 통해 삶의 주체자로서, 콘텐츠 소비

자로서의 노년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 �제2의 성�과 �수행성 이론�을 중심으로

1. 제2의 성과 노년 여성의 타자화

1949년에 발표되어 현대 페미니즘 논쟁의 시작점을 만들었다고 평가

받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자를 ‘타

자’로 규정하고 있다.8) 여자는 남자와 다른 존재라는 또는 남자와 구별

영화학회, 2015, 59쪽.

8) Simone de Beauvoir, (Le Deuxième Sexe), 조홍식 옮김, �제2의 성, 상�, 을유문화사, 

199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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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타자라는 규정은, 남자는 사회의 주체이지만, 여자는 객체라는 존

재 인식이며, 가부장적 사회가 만든 ‘불평등’의 시선을 담은 것이다. 보부

아르는 타자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사이에서의 관계와 불평등한 

사이에서의 관계로 구분한다. 동등한 관계에서 타자는 상호성으로 상대

화되고 동등한 자유로서 인정된다. 하지만 그 관계가 불평등할 때 상호

성은 무시되고 압박과 종속의 관계가 등장한다. 보부아르는 여성과 남성

이 다른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남성을 기준으로 두고 여

성이 비상호적이며 일방적으로 대상화 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9) 즉, 

자연적 본질에 의한 다름이 아니라 남자들의 삶을 위해 여자들에게 강요

된 불평등한 지위와 예속 상황에 관한 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보부아르의 주장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침묵하는 타자로 존재했던 

여성들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복원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페

미니즘 운동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의 문제를 넘

어 약자에 대한 억압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그 페미니즘 

안에 노년, 그중에서도 특히 노년 여성에 대한 침묵, 배제, 억압 등의 문

제에 대해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성10)이 제기되고 있다. 보부아르의 주

장에 버틀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은 문화와 역사에 편입되지 못한 

존재가 되면 시간과는 무관한, 진정성을 가진 존재처럼 낭만화 될 수 있

고, 순환, 반복되는 자연처럼 무시간적인 것으로 인식된 여성은 역사와 

사회변화 과정의 주변부이자 잉여로 넘쳐나는 육체로 등치되어 버린다.”11)

는 주장과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며, 남성과 다른 여성의 정체

성을 제시하면서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도 담아낸다. 즉 버틀러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구조가 여성 안에도 담겨 있음을 비판하고 인간의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처럼 여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일어나고 

9) Jane Freedman, (Feminism), 이박혜경 역, �페미니즘�, 도서출판 이후, 2002, 32쪽.

10) 연점숙, ｢페미니즘과 노년차별: 페미니즘 안팎의 타자, 노년의 여성｣, �영미문학페미

니즘� 제17권(제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110쪽.

11)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8,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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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여성 안에 또 다른 여성이 있음을 규정하는 똑같은 스테레오 타

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운동은 존

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 안에서 여성에 대한 타자의 존재가 현실인 

구조 안에서 여성 운동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의 구

별되어짐이 여성 안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간의 노화는 불가항력적 변화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자신을 인식하는 자의식을 

갖기 어렵다. 보부아르는 �노년�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존재와 

자의식이 변증법적 관계에 놓인다는 말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타자로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남성에 의한 타자인 것처럼, 

노년이 젊음에 비해 부정적인 타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보부아르 뿐만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젊음이 이미 그 자체로 부르

디외가 표현하는 상징적 자본이 된다면, 노년은 이 상징적 자본을 박탈

당한, 부정적인 감정이 깃든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노(no老), 안티에이징(anti-ageing)’산업이 번성하는 이

유도 결국, 노화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2. 젠더 이론과 노년 여성의 수행성

버틀러는 성차별로 인한 불균형한 인간 존재론, 복종 행위를 통해 생

산된 젠더 규범의 허구성, 그리고 전복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했다. 버틀

러는 젠더를 ‘수행’의 결과로 그것에 대한 전복도 ‘수행의 결과’로 보았

다. ‘수행적(performative)’이라는 단어는 존 오스틴이 언어철학에서 사

용한 용어로써 버틀러는 이 수행이라는 용어를 통해 정체성이란 생물학

적 혹은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사회와 문화적 구성 행위

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이며, 행위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도적 

12) 이동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원� 제43호, 아시아여성연구, 200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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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의 주장은 기존의 여성주의 이론이 자연

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을 구분하는 범주를 해체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규범화된 성적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버틀러가 보는 젠더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따르는 ‘시간성’이

며, 몸의 수행으로 구축되고 각인되어 양식화되는 것이다. 버틀러의 젠

더 정체성은 언제나 변화 가능성을 가진 ‘과정 중’의 것이고 기존의 담론

이 반복한 몸의 수행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년은 생물학적 관

점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가진 차이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기다. 그

럼에도 노년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적 차이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젠더 차이가 노년기에 작동하고 있음

에 대한 예증일 수 있다.

버틀러의 정체성 및 수행성 개념은 노년 여성의 수행성 해석을 위해 

유용한 시각으로 활용될 수 있다.13) 노년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의 양식들은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걸쳐 반복되고 재의미화 과정

을 걸친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마치 특정 연령대에 요구되는 듯한 ‘나이 

정체성(altersidentistitat)’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전통적 사고가 만들어낸 허구다. 보부아르는 �제

2의 성�에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여자를 ‘타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자는 남자와 다른 존재로서 또는 남자와 구별됨으로서의 

타자로 규정한다. 보부아르는 타자의 관계를 두 분류로 나누어 사회적 

동등한 관계와 사회적 불평등한 관계로 구분하였고, 동등한 관계일 때는 

상대화되고, 타자는 동등한 자유로서 인정되지만, 반대로 불평등한 관계

일 때는 상호성은 무시되고 압박과 종속의 관계로 대치되는 ‘여성의 상

황’을 표명한다.14) 이 개념을 적용하여 노년 여성과 젊은 여성을 구분하

는 근래 여성 운동에 비춰보면 노년 여성은 ‘타자’로 규정된, 즉 여자 안

13) 서유정. ｢브레히트의 ‘품위 없는 노파’에 나타나는 노년 여성의 수행성 분석｣, �브레히

트와 현대연극� 제27권, 한국브레히트학회, 2012, 36쪽,

14) Jane Freedman, ibid, 이박혜경 역,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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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노년 여성이다. ‘여성 안에 또 다른 여성’

으로 구별됨으로써 ‘타자화’ 되어 젊은 여성은 주체지만 노년 여성은 사

회의 타자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적용은 버틀러의 주장과 

상통하는데 그녀는 “여성성 또한 여성들 간의 ‘차이’들을 환원시켜 하나

의 여성으로 규정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15)고 비판한다.

�제2의 성� 2부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자가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는 결코 어떤 생리적 ‧ 심리적 ‧ 경제적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 전체가 수컷과 거세체(去勢體) 사

이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 그것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16)

라고 시작한다. 여자는 남성에 의해 타자로 태어나면서 구별된 것이 아

닌 구별된 존재임을 보부아르는 주장하며 여성의 본질을 세 가지로 주장

한다.17) 첫째. 생물학적 입장으로서 여성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통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도 필연적으로 결정된다

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정신분석 입장으로서 정신분석에 있어 여

성은 리비도 발달과정 상 결함 있는 존재이며 열등한 존재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남근기에 이르러 어린아이는 자신의 성기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체험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다는 주장

이다. 세 번째로서 보부아르는 엥겔스의 역사유물론에 따랐으며, 그의 

유물론에 따라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기술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

고 있다. 기술발전론에 의하면 오늘날 시대는 오히려 여성에게도 기회가 

되는 시대이며, 여성이 가사나 육아에서 해방되어 생산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부아르의 세 가지 주장은 인간의 종속적 지배의식이

며 남성의 힘에 의한 여성에 대한 지배의식이 상념화 되었기에 여성이 종

속되었다고 보부아르는 말한다.

15)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 2007, 114쪽.

16) Simone de Beauvoir, (Le deuxieme Sexe), 이희영 역, �제2의 성�, 동서문화사, 2009, 

341쪽.

17) Simone de Beauvoir, 위의 책,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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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억압 구조는 여성의 인

격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만이 가지는 본질을 왜곡시킴으로써 그 자

체로 사회적 모순이자 도덕적 저하를 더할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운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 안에서 여성에 대한 타자의 

존재가 현실인 구조 안에서 여성 운동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의 구별되어짐이 여성 안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

실이다. 이는 사라 아메드(Sara Ahmed)가 주장처럼 ‘차이’와 ‘사이’의 

사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18)

3. 노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1975년, 노인 정신과 전문의인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는 노화

와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노년 차별(ageism)이란 용어로 

공식화했다. 노년 차별은 노화를 두려워하는 사회와 그에 대한 공포를 

숨기기 위한 집단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노년이 뒤처진 집단으로 여

겨지고, 젊은이들은 노년의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기를 거부해서 자

신과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현상을 지적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노인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부양의 대

상이 되는 힘겨운 짐’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한국에서도 노년 차별이나 

노인 혐오 정서의 존재는 예외가 되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노년 여성은 노년 남성과 비교해 더 주변적인 존재다. 한

국의 노년 여성은 손주의 양육을 돕고 남편의 일상을 보살피고 여전히 가

사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여전히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지만, 사회적으

로 무력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된다.19) 사회참여는 인적 네

18) Audre Lorde, (Sister Outsider), 주해연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31쪽.

19) 변재란, ｢여성, 할머니, 그리고 나이듦의 재현｣,�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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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고립을 피할 수 있게 돕지만, 제한된 사회

관계망 속에서 가족중심, 비공식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여성

들의 삶의 방식이 노년이 되었을 때 사회 활동 등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년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역시, 버틀러가 지적한 ‘수행’

을 통해 형성된, ‘제도적 정체성’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조사를 기준으로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이 남성이 74.2%, 여성이 60.9%로 여성의 참여율이 낮지만 여성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49%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라고 조사됐다. 정규직 

일자리에서의 은퇴 시기는 남성이 54.4세인 것에 비해 여성은 49.5세로 

5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자료

에 근거하면, 노년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54.9%로 남성 노인에 

비해 높지만,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 기본계획’ 참여율이

나, 퇴직공무원 해외봉사단 참여율, 지역 활동 단체 리더나 간부 역할 수

행 등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율은 남성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년 여성의 비율이 

노년 남성의 비율보다 높은데, 리더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 

적은 것, 전문성을 가진 일에 노년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은 그 일이 여성

의 고유성이 아닌 여성이 경험한 시간의 ‘수행성’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한다.

김경연은 생식과 미를 여성의 이상적인 기표로 상정한 자본주의 가부

장체제에서 재생산 능력과 젊음을 상실한 노년 여성은 남성 노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이들을 향한 시선은 남성을 보는 것에 비해 

더 왜곡되고 폭력적20)이라고 말한다. 변재란은 2012년 ‘여성, 할머니, 

나이듦의 재현’을 통해 성별과 나이를 토대로 인간의 위계가 결정되는 체

20) 김경연, ｢노년 여성의 귀환과 탈가부장제의 징후들｣, �어문논집�82호, 민족어문학회, 

2018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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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노년 여성은 성 차별과 노년 차별의 이중적 차별의 영역에 놓이는 

‘잉여인간’과 같다고 말한다. 바바라 맥도널드(Barbara McDonald)는 

‘노년 여성 프로젝트’(The old women’s preoject)운동을 진행하면서, 

젊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무의식적 노년차별주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재생산 능력과 성적 매력을 기준으로 여성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가부장적 가치가 그들에게 은연중에 내면화된 결과라고 비판했

다. 청년을 인간의 표준으로 결정하는 근대의 휴머니즘은 폭력적 메커니

즘21)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영화에 나타난 노년 여성 캐릭터

1. 영화 속 노년 여성 캐릭터의 변화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상영된 세 편의 영화 속 노년 여성 캐릭터 비교

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 틀 안에서 가족의 보호자 기능으로만 무성(無性)

의 노년 여성을 그린 <장수상회, 2015>와 남성의 시각에서 노년의 성

(性)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강요받는 노년 여성의 성에 대한 주제를 다

룬 <죽여주는 여자, 2016>, 그리고 삶의 주체자로서 노년 여성을 그린 

<69세, 2020>를 분석하였다. 세 편의 영화를 통해 진화되어가는 노년 

여성이 제2의 여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영화에 투영된 캐릭터의 변모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영화의 시사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영화가 이야기의 소재로서 노년을 다룰 때 노인을 부정적으로 재현하

는 경향이 크다.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에 초점을 맞춘 서사의 경우, 영상 

재현은 대중들에게 노인의 건강이 안 좋다고 믿도록 시각적으로 병든 몸

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양식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는 

21) 나카무라 유지로, 우에노 치즈코, (人間｣を超えて : 移動と着地.), 장화경 역, �인간을 

넘어서-늙음과 젊음, 남과 여�, 당대, 2004, 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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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말투, 표정 등을 통해 왜곡된다. 거브너는 “대중매체에서 여성에 

대한 묘사는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하여 대중매체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형

성하는 데 개인적 경험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2)고 말한다. 

노인을 왜곡하는 재현 방식은 남녀 둘 다 가능하지만, 남성보다 노년 여

성의 왜곡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각과 고정관념

이 영화로 전이되었으며. 영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고정관념이

라고 할 수 있다.

대중영화의 노인 표현 왜곡은 노년 여성에게 더 심하게 적용되는 문제

를 보이기도 한다. 노년 여성의 지능이 남성보다 낮게, 신체적 매력이 떨

어지게, 친근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인을 왜

곡하는 재현방식이 남녀 모두에서 일어나지만, 노년 남성보다 노년 여성

에게 왜곡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각과 고정관념

이 영화로 전이되었으며. 영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고정관념이

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고정관념은 사회의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작용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부

정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은 

문제가 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영화에 활용할 때 사회

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장수상회>(2015)

본 연구는 <장수상회>의 분석보다는 장수상회에 그려진 노년 여성 임

금님(윤여정)의 영화 속 캐릭터 주체와 또한 영화 속에 담긴 노인 문제와 

그 문제에 당연함으로 풀어 그릇된 사회 현상을 걸러내지 않고 투영하고 

있는 영화 속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 버려진 노년 여성을 캐릭터 

속 성(性) 주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강준만,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 인물과 사상사, 2017,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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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상회>에 등장하는 노인에 대한 묘사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시

각을 담아내고 있었다. 영화에서 ‘금님’(윤여정)은 남편의 치매를 이해하

는 다소곳한 여성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자신의 주체보단 남편의 타자로

서, 남성의 보조적 역할로서 남성적 시각과 사회적 관습의 여성상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남편이기에 당연한 모습으로 수행적 여성상

을 그려낼 수 있는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순종적인 여

성상에 대한 서사는 여성에 대한 표현이 이전 영화의 답습이라는 점을 부

인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남성의 수행적 역할로서, 가족의 수행적 역할

로서의 노년 여성이자, 여성의 수행성의 전형적인 스테레오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장수상회>는 노인에 대한 시선을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

다. 주지하다시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 영화의 노인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이 노인에 대한 특정한 의식

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상회>가 노인의 질병이라는 

소재로서 부정적 의식과 태도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질병을 재매개함으

로 노인과 질병을 동일시할 수 있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영화 <장수상회>에 등장하는 노년 여성 ‘임금님’ 캐릭터는 전형적인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재현하고 있다. 순종적이며 가정적이면서도 남

편에 대한 지고지순한 여성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치매 걸린 남편을 위해 

아내로서 남편의 치매 행동과 생각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임금님’은 

남성의 시각에서의 타자이자 분명한 객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님

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무성(無性)으로서 여성으

로서 주체가 아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려지는 보부아르가 

말하는 “만들어진 여성”의 모습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여성

상으로서 현모양처를 강조하는 노년 여성 캐릭터를 강화하고 있는데 노

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영화는 많지만 <장수상회>는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여성에게 특히 노년 여성의 희생과 헌신 등의 특정한 삶의 방

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는 <장수상회>에 등장하는 현

모양처의 강조는 유교의 이념이 오랜 기간 자리 잡은 한국의 특수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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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도 하지만 버틀러의 수행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장수상회>는 2015년 상영된 영화로서 노년기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

려내고 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가족애를 그린 영화로서 영화

의 초반은 성칠(박근형)이 치매로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아내와 

자녀를 타인으로 오인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전반에 걸친 

내용은 남편에 대한 헌신과 사랑, 가족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잠시 

줄거리를 살펴보면 성칠은 장수상회에서 일을 하며 홀로 산다. 성칠의 

옆집에 금님이 이사 오면서 둘의 사랑이 시작된다. 성칠과 금님은 서로

에 대한 호감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만, 성칠과 금님은 실제 부

부관계다. 성칠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성칠

을 혼자 살게 하고 금님과 자녀들은 남처럼 행세를 하며 성칠을 돌본다. 

이 영화에서 금님은 기억을 잃어버린 성칠을 돌보기 위해 이웃집 여자로 

살아간다. 금님은 자신이 췌장암임에도 건강을 돌보기보다는 남편 성칠

을 위해 헌신한다.

가족 문제의 중심에는 성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아들과 

치매 아버지 사이의 갈등과 이와 달리 노년 부부의 애정을 교차시키며 가

족 간의 화해와 노년의 사랑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또한 치

매 아버지에 대한 돌봄에 있어 전적인 어머니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 갈등의 해결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어

머니 금님은 자신의 신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설정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에 대한, 현

모양처의 모습을 당연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노년의 문제를 사회

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스토리 흐름은 노인 문제를 바라보

는 인식의 변화가 없음을 영화는 담고 있는데 노인은 가족의 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더욱 공고화하고 이를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하기보

다는 당연함으로 그려내고 있다. 즉 노년의 삶은 결국 사회가 해결할 문

제가 아닌 가족이 짊어질 과제라는 인식을 공고화하고 있다. 더욱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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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성이 이 과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장수상회>의 금님을 통해 잔

잔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통념을 담아내고 있다.

<장수상회>에서 노년 여성 캐릭터 금님은 보편적 여성이자, 노년의 여

성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만, 여성의 성(性) 주체자로서 볼 때 

무성(無性)의 여성으로 그려진다.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가족애를 

추구하는 무성(無性)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무성(無性)적 정체성은 사

회적 여성상에 대한 그것도 노년 여성에 대한 재의미화로서 패러디적 젠

더 정체성을 보여준다.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은 본질론적 여성성을 부정

하고 끊임없는 재의미화와 재문맥화로 열린 유동적 정체성을 논의한다. 

패러디적 실천은 ‘파생적이고 모방적인 실패한 모방 본으로서 젠더’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젠더’의 구분 자체를 재통합하는 

작용을 한다. 실제적이거나 자연스럽게 젠더 표현의 실패는 모든 젠더 

규정의 구성적 실패를 의미하며, 원래 진정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온 것조차 이차적 효과들로 구성한다.23)

<장수상회>에 등장하는 노년 여성 ‘임금’은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에게 

있음을 서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자신에 죽음마저 가족을 위해 헌신

함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버

틀러가 수행성 이론에서 “정체성은 사람의 본질적 심층의 특성이기보다

는 외부적 표층 속에서 구성되는 반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행적인 것이

다. 젠더로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통해 산출된 효과’이기 때문에 존재

의 본원적이거나 본질적인 속성을 가정할 수 없는 수행적인 것이다. 그

러나 이 수행적 젠더 정체성은 자신이 명명하는 것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담론의 양상으로서 항상 반복과 재인용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나 재의미화와 기존 의미의 전복 가능성을 안고 있다.”24)는 말과 일맥상

통한다.

23) 조현준,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15쪽.

24)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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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대사 중 딸 민정<한지민>이 아빠 성칠에게 하는 말은 엄마인 

금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노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다. “아빠

가 그래도 엄마는 기억해야 하는 거잖아요”라는 대사는 노년 여성이 한 

사회의 기여자로서 또한 한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역사적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주장으로

서 여성이 노년 여성의 정체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남편 성칠이 치매로 모든 게 잊혀졌다 하더라도 엄마는 기억해야 한

다는 의미지만 달리 보면 여성이 타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잊혀 가는 존재, 비가시화된 존재임을 딸 민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장수상회>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당연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칠의 치매와 노인의 보수적 성향을 물론 가족에 대한 부모, 특히 금님

이 보여주는 가족과 남편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당연함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지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의문보다는 당연함으로 포장

하고 있다. 영화 속 당연함은 분명 과거의 답습, 즉 스테레오 타입의 전

형적 영화이다. 감독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당연함으

로 포장함으로 노년 여성의 행동 패턴과 사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더

불어 유교적 사고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어머니상으로서 캐릭터를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당연함을 통해 그릇된 

사회의 시각을 보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영화가 이미 사회관습

에 의해 노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관람객에게 그대로 그릇된 여성 편견, 

특히 노년 여성은 물론 노인에 대한 시선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조명할 부분이다.

2) <죽여주는 여자>(2016)

2016년에 상영된 <죽여주는 여자>에서 ‘소영<윤여정>은 파고다 공원

에서 노인들의 성적 대상으로 살아가는 일명 ’박카스 할머니‘자 노년 남

성들 사이에선 죽여주는 여자로 통한다. 이 영화의 제목은 소영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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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여자’라는 의미의 ‘죽여주는 여자’로, ‘젊음이 소

진되어 더 이상 삶의 연료를 가지지 못하는 노인의 비극을 죽음으로 처리

해 주는 여자’라는 의미의 ‘죽여주는 여자’가 되는 모습을 덤덤히 보여주

는 데 두 메시지 모두 여성을 객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 역시 타자화 된 성으로서, 노년 

여성의 성(性)매매가 영화의 핵심 소재인 만큼 정사(情事) 장면이 직접 

묘사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 속에서 성적 주체자로서 소

영의 욕망이 표현되는 장면은 없다. 영화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 부

끄러운 것 없다.”는 소영의 대사처럼, 노년 여성의 성매매가 갖는 비극을 

‘빈 병을 줍거나 폐지를 줍는 일이 싫을 때,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 거래할 

수 있는’ 경제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녀의 성(性)을 시종일관 타자, 

남성 노인들의 즐거움을 위한 소비객체로 표현한다. 노년 여성의 성(性)

을 중심 소재로 둔 영화지만 정작 노년 여성은 철저하게 타자, 제2의 성

적 존재로 일관된다. 더욱이 영화는 객체화된 성적 여성을 표면화시킴으

로써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구별되어진 노년 

여성의 삶을 토대로 사회적 시선을 고발한다.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소영은 할아버지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공원

에서 박카스를 팔며 성매매를 하는 노년의 여성이다. 하지만 임질에 걸

려 들른 병원에서 필리핀 여성이 의사의 아들을 낳았다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을 목격한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의사에게 필리핀 여

성은 가위로 의사를 찌른 후 체포되었고, 여성의 아들은 경찰로부터 급

히 도망간다. 이를 지켜본 소영은 도망친 민호라는 아이를 찾아내 자신

의 집으로 데려와 맡게 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원으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 때마침 집에 있던 옆집 청년 도훈에게 민호를 맡긴다. 하지만 

소영은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겼고, 새로운 공원을 

물색하던 중 자신의 손님이던 재우를 만나게 된다. 재우를 통해 여러 노

인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자신이 상대했던 할아버지들을 찾아가는 과정

을 통해 노년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손님 중에서 신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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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했던 한 할아버지는 풍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배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자식들과 가족은 그런 아버지를 싸늘한 시선으

로 바라보는 장면은 노인 혐오에 대한 시선을 담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자

신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할아버지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

는 이런 할아버지들에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고발하면서

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노년 남성의 삶을 통

해 죽음만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소영의 손을 빌려 죽음을 선택한다. 결

국 영화에 등장하는 노년 여성 ‘소영(윤여정)’은 성(性)적 착취의 대상으

로서. 자신에 죽음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 영화에서 노년 여성으로서 소

영은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객체로서, 남성의 도구로써 이

용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영화 속 소영의 외모는 크게 2가지 모습이다. 하나는 성매매에 나설 

때의 모습의 그녀로, 날씬한 몸매가 돋보이게 하는 청바지를 입고 입술

을 빨갛게 칠한다. 영화 초반, 짧은 가방을 경쾌하게 매고 샐쭉한 표현으

로 시선을 피하면서 남자를 리드하는 그녀가 다소 편안한 옷차림을 한 다

른 박카스 할머니들의 모습과 대비되며 표현되는데, 편안한 차림의 여성

을 하대하듯 바라보던 노년 남성이 소영에게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적 대상자로서’의 소영의 매력을 드러낸다. 다른 하나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코피노로 불리는 한국과 필리핀 혼혈아 민호를 대할 때의 

모습이다. 화장기가 없는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케찹과 마요

네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며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을 내미는 

그녀는 타인에 대한 자애가 충만한 ‘삶의 조력자’ 모습을 표현한다. 한집

에 사는 티나와 도훈이 그녀가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노래하던 무대를 버

리고 그녀를 부르며 뛰어나오는 것은 그녀가 몰래 연애하던 티나와 도훈

의 모습을 자애로운 웃음으로 바라봐 주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식모

살이에서 공장에서의 노동,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등 자신의 

삶에 주체자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온 소영이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는 “남자랑 가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남자들의 어떤 요구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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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지 않은 채 “잘해 드릴게”를 말하는 수동적인 타자로, 아이를 대하거

나 한 집의 이웃을 대할 때는 자애롭고 헌신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이

러한 모습은 여성의 수행성을 작가와 감독의 의도와 달리 표면화되어 있

으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단면을 투사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시각에서 여성에게 “여자다움”은 

가장 중요하다. 그 ‘여자다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은 여성의 육체

다.25) 소영은 가부장적 남성이자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인 노년 남성들의 

삶을 조명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노년 여성의 시각에서 보여주

고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다움의 가치는 한 인간으로

서의 가치가 아니다. 몸매나 키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규정된

다. 생물학적 여자의 가치는 남자에게 성적, 이른바 섹스어필이다. 동시

에 그 몸이 수행하는 임신, 출산, 양육이며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취한 돌봄 노동의 전담자로서 기능이다.26) <죽여주는 여자>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소영’을 성적 대상으로 그들의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편으

로 이용한다. 실재했던 노년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사회고발을 담고 있지만, 역으로 사회 통념에 당연함과 일반화된 남성중

심의 가부장적 구조를 재현하고 있다.

소영의 타자성은 재우(전무송)를 중심으로, 죽여 달라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재우를 비롯해 세비로송(박규채), 종수(조상

건) 등은 모두 소영을 성적 즐거움을 주던 존재로 기억하거나 아예 기억

하지 못한다. “나 이제 그 짓도 못해”라고 말하는 재우는 소영이 자신의 

친구 세비로송의 죽음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자, 또 다른 친구 종수의 죽

음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자신에 죽음의 길에 그녀를 동행시킨다. 그는 

죽음을 작심하고 소영과 마지막 밥을 먹으며 그것이 데이트라고 인식하

는 소영에게 죄의식 없이 죽은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곁에 누가 있어 주

25) 강남순,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한길사, 2020, 92쪽.

26) 위의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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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해도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의 바람을 실행한다. 그 과

정에서 소영의 생각, 소영의 욕망, 소영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드러나

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다’는 

자존심만 표현된다. 성매매 현장을 들이닥친 경찰을 따돌릴 때 영민하고 

대담했던 소영은 자신들을 죽여 달라는 남성 노인들에게 “그러든지 말든

지,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분 자존심 같은 거, 

제가 알 바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과 달리,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재우가 

시키는 대로 친구인 재우 대신 종수를 죽여준다. 재우가 죽음을 결심하

고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건네는 약을 뿌리치지 않고 받아서 먹고 살인 

죄를 뒤집어쓴다. ‘제가 추위를 타는데 도망 안 갈테니, 감옥은 봄에 가

면 안 될까요?’를 묻는 소영은 분명히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민

호와 티나, 도훈을 뒤로 하고 남의 인생을 이용당한 죄로 감옥서 생을 마

감한다. 

소영은 모성의 관점에서 자신을 상대하던 이들을 돌보는 존재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받는 존재로 전락한다.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들에게 버림받는 남성 지배론의 희생자가 되지만, 비참하고 고독한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을 찾고 유지하고자 하는지 보여준다. 

소영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비록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며, 객관적 삶

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영유하기 위한 노력을 보

여준다. 자신의 삶에 주체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노년 여성의 모습을 역

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 이야기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은 그들이 지

켜본 소영의 희생과 영화 속 세상에서 소영이 평가받는 위치 사이의 괴리

로 먹먹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소영

이 한순간도 성적 주제자로 존재하지 못한 채 남성의 삶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타자로 취급받던 과정에서의 희생을 안타까움을 슬픔으로 인

식하게 한다. 영화 시작화면을 열던 노란 꽃이 영화 후반부에 낙엽 속에

서 시들어 가는 것처럼, 그저 생명력을 잃어가는 노년성에 대한 비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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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영을 객체로, 타자로 이용했던 남성들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자리 잡지 못한다. 

3) <69세>(2020)

동일한 실화를 바탕으로 사실을 묘사한 영화 <69세>는 사회적 상황에

서 젊은 여성이 아닌 노년 여성이 겪은 성폭력을 잔잔하지만, 사회의 왜

곡된 시선과 구조에 맞서는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서 페미니즘으로서 미투(# Me Too)운동과 탈 코르셋 운동이 진정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한 운동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음과 현대의 사회가 노년 

여성에 대한 성인지 시각과 함께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다는 점은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당연함으로 인식

되어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과거나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이 주

창했던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평등성에 대한 주장이었다면 현대의 노

년 여성은 타자로서의 여성이 주창하는 평등성에 밖에 존재하고 있는 비

가시적 여성으로서 전락 되어 있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노년 여성의 존

재는 사회의 타자뿐만 아니라 여성 안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

년 여성에 대한 지각된 인식은 사회적으로 노년 여성에 대한 성적 인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69세>속 효정(예수정)은 현존적 상황에서 노년 여성은 젊은 여

성 밖의 만들어진 타인, 구별되어 버린 타인, 또는 특수한 타자로서 존재

하고 있는 인물이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 

노년 여성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 노년 여성의 삶의 주체성에 관한 그

리고 실존적 존재에 대한 현실 비판을 담고 있다. 더욱이 노년 여성의 여

성에 대한 의존의 수용보다는 여성의 거부로서의 노년 여성에 대한 여성

의 거부를 영상을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

다. 더불어 쉽지 않은 노년 여성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투쟁을 벌이

는 효정은 성폭행 이후에도 계속 경제적 활동에 나서야 하는 노년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 영화는 노년의 취업 문제를 던지며 독거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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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던지고 있기도 하다. 

영화 <69세>의 등장하는 노년 여성 효정은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법

은 그녀를 ‘치매’를 앓고 있는 여성으로 몰아간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적 노인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치매는 ‘Out of mind’라는 뜻을 내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의존적인 특성 외에도 인격 장애를 수

반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지된 시선은 왜곡되어 있다. 노년 여성의 ‘치매’

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의 배타적 대상으

로 구별 및 규정되어 있다. 영화는 <장수상회>처럼 노인의 치매를 부정

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노인의 질병을 사회적 부정의 시각으로 해석하

며 법과 사회적 보호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여성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문화적 고정관념이 영화에도 삽입되어 있다. 버틀러는 이러한 문제의식

을 제기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쇄물, 방송, 영화, 전자 미디어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은 광

고, 비디오 게임, 뉴스,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대중매체는 부모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오락 프

로그램에서는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를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며 어

떤 ‘젠더’가 성적으로 매력적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27)고 주장

한다.

성폭행을 당한 효정은 성폭행에 관해 경찰에 고소한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은 그녀의 가벼운 치매 증상을 이유로 사건을 지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노인의 치매가 보호가 아닌 사회적 시각과 사회

적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여성 간의 사이

에도 치매가 사회적, 도덕적 보호적 차원이 아닌 배타적 차원으로 회자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7) Linda Brannon, (Gender: Psychology Perspectives), 홍주연, 조성원, �젠더 심리학�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2.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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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는 효정이라는 여성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으로도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시선에 노출된 노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실화를 바탕으

로 전개된 이야기이다. 성폭행을 당한 노년 여성의 법과 사회, 그리고 무

엇보다 여성이 여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타적 존재로 만들어가

는, 여성 스스로가 여성 간에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를 던지고 있는 이 영

화는 제2의 성의 타자로서 노년 여성을 대변하고 있다. <69세>는 이러한 

명제를 제시하며 단순한 노인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노년 

여성의 사회와 여성에 의한 배제성을 보여준다. 효정은 여성이다. 단지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점이 일반적 미투(#Me Too)운동에 비추어 볼 

때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효정을 힘들게 하는 건 고소와 경찰의 조사과정, 반복되는 중호에 대

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보다 주변의 왜곡된 시선이다. 중호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경찰이나 ‘수영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가 좋다’라

는 수강생들의 표현은 효정을 위로, 칭찬하는 말일 수 있으나 그들의 말

에는 효정이 노년 여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을 보

고 어떻게 성욕이 생길 수 있냐는 반문, 나이 먹은 여성은 성적으로 매력

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단정은 이 시대의 시대적 편견과 노년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타자로서의 노년 여성을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 노

년의 성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거나 그릇된 성문화가 만들어낸 사회적 

프레임이다. 이는 젊은 여성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차별적 시선으로서 영

화 <69세>는 이러한 차별에 맞서 노년 여성의 주체에 관한 메시지를 담

아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는다.

“제 얘기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보

는 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후회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사

람들로부터 뒷걸음치며 살았습니다. 그저 그늘에 숨어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봄볕에 눈빛도 찬란하게 빛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젠 

전 어려움 고백을 시작으로 한걸음, 한걸음 햇빛으로 나가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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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운동과 미투(#Me Too)운동 내에 존재하는 모순, 여성 상호 

간의 차별 ‧억압을 사유했던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페미니즘을 ‘차

이’와 ‘교차성’이라는 시각으로 설명한다.28) 그는 ‘차이’의 의미와 억압의 

‘교차성’을 이론화하고, 여성운동은 무엇보다 ‘우리 안의 타자들’을 보듬

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여성 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희

생이 발생하지 않은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존

재론에서 구성론으로 전환을 외친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가 ‘오랫동안 응

결되어 온 매우 단단한 규제의 틀 안에서 반복된 몸의 양식화이자 반복된 

일단의 행위’29)라고 말한다.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보이는 젠더의 위치 

혹은 정체성은 만들어진 환영일 뿐이니 그 구성적 범주를 불러 전복적 혼

란을 만들면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영화 속에서 스테레

오타입으로 사용하는 많은 인물의 특징과 개성들을 전복시키고 해체시키

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젠더의 특징이라고 오해하는 환영들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페미니즘 운동이 타자로서 여성에 대한 평등성을 주장속에 노년 

여성은 타자로서의 여성이 주창하는 평등성에 조차 존재하지 못하는 비

가시적 여성으로서 전락 되어 있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효정의 캐릭터는 

‘사회의 타자로 뿐만 아니라 여성 안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년 

여성’에 대해 지각하게 만들고 이런 지각이 노년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2. 영화를 통한 노년 여성 담론의 재생산

노년 담론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시작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미디어를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노년 담론은 

28) Verorica Beechey, (On Patriarchy), 김용규 외 역, �영미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00, 221쪽.

29) 조현준, �버틀러, 젠더 트러블�,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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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 자료를 계기로 크

게 확대되었다. 노년 담론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준비되지 않는 현실 

반영이며, 노인 문제에 대한 대처에 미흡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특히 

노년 여성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노년 사회를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년 문제는 과거 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정보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확산하면서 점점 사회의 화두로 부상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의 정보 확산은 노인의 문제를 사회적, 미래

지향으로 진단하고 풀어가기보다는 각 언론에 등장하는 부정적 보도들이 

노인 문제를 사회의 문제이자 경제, 문화, 보건, 복지로까지 확대되고 있

다는 점30)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 형태

는 영화에도 그 파급이 확산하였으며, 특히 미디어로서 영화 속에 등장

하는 노년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통적 답습에 따른 스테레오 타입을 유지

하고 있다. 노년에 대한 인격과 포용적 표현보다는 봉건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에 등장한 노년에 대한 영화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세 

편의 분석을 통해 여전히 한국 사회의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형화되

어 있으며 차별적 인격으로 노년이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는 나이 들어감

이 가지는 망령과 완고함, 시대적 낙오자로서 자신들과 구별하며 인격적 

동일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과거 노년 

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재생산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노년을 향한 생각의 변화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영화 속 노년 여성의 모습은 여성의 존재로서가 아닌 두 부류로 나뉘

는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남성중심의 가치관 안의 여성상이며, 다

30) 김지혜, ｢고령화 사회의 ‘노년 담론’과 ‘노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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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섹슈얼리티로서의 노년 여성을 담고 있다.31) 우리 사회에서 

노년은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적 현상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당연한 현상이 사회의 문제와 불안의 원인 제공으로 

취급되는 현상은 되짚어 봐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나이 들어감은 육체의 쇠락일 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노년을 바라보는 사

회적 시각은 청년층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거나 부양 조건으로서 

집안의 아내로, 어머니로서, 또는 섹슈얼리티로서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영화는 이러한 영역에서 노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접근해야 하지만 영화 속 노년 여성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 틀에서 벗어

나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세 편의 영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전의 영

화들이 가졌던 노년 여성의 틀이 2015년 이후 등장한 노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화 속 노년 여성에 대한 영화

의 시선은 이전 노년 여성에 대한 시각의 재생산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

는 것이다.

또한 위 세 편의 영화를 성(性) 주체성으로 구분하여 볼 때 <장수상회>

는 여성의 ‘수행성’으로서 성(性) 주체성을, <죽여주는 여자>는 복종으로

서 성(性) 주체성을, <69세>는 우울증적 성(性) 주체성으로 나타난다. 이

는 버틀러가 말하는 젠더 정체성 이론과 유사성을 가진다. 버틀러의 젠

더 정체성은 크게 수행성, 복종, 그리고 우울증적 정체성으로 나타난

다.32) 이들 각각은 원전을 구분할 수 없는 반복적 저항의 모방으로서의 

<장수상회>, <죽여주는 여자>, <69세>는 패러디이며, 수행 속에 행위자

를 노정(路程) 하지 않고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행위로서의 수행성으로서 

<장수상회>와 법이나 권력에 대해 복종하면서 주체를 구성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그 권력에 저항하기도 하는 역설적 복종으로서 <죽여주는 여

31) 강성숙, ｢노년 여성 결연 설화에 나타난 성(性) 담론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

48집, 구비문학회, 2018. 11쪽.

32)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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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아의 불완전성을 현실의 상념으로 동일시하는 우울증적 정체성으

로서 <69세>는 보부아르가 말하는 만들어진 노년 여성이자, 제2의 여성

으로서 구별되어 버린 노년 여성의 시대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영화의 캐릭터는 작가가 영화에서 전하려는 주제를 직접 전달하는 ‘메

신저’이고 관객의 눈과 귀가 되어 영화 속 상황을 들려주는 ‘화자’이자 영

화의 플롯을 만드는 사건 유발의 원인이고, 때론 그 자체가 주제가 되기

도 하는 존재다. 관객이 영화 속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긴장감 

같은 감정은 캐릭터에 의해 주도된다. 성공한 영화와 실패한 영화의 갈

림이 주제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게 짜여 

있는가보다 관객과 함께 울고 웃는 캐릭터의 매력이 어떠했는가에 좌

우33)된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가 담은 노년 여성 캐릭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그들의 성적 주제성이 어떻게 보여 지고 있나 살

피는 것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 편의 한국 영화 속 노년 여성은 오랜 시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

화를 형성해 온 한국 사회에서 이중 편견에 자리하는 캐릭터들이다. <장

수상회> 금님처럼 무성(無性)적 존재로 남편과 자식을 위한 수행으로 존

재의 의미를 보이는 존재이거나, <죽여주는 여자>에서 소영처럼 남성의 

대상, 제2의 성으로만 위치할 뿐 주제로서의 감정과 욕망은 완전히 거세

된 존재이거나 <69세>의 효정처럼 여성 속에서도 생산성을 상실한 늙음

으로 인해 무가치한 존재 혹은 열등한 존재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33) 최낙환,임아영, �영화의 동감과 감정이입을 유발하는 캐릭터의 기능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 �산업경제연구�제24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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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상회>에서 ‘금님’ 캐릭터는 극 중 인물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실행체 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할 만큼 남성 캐릭터의 보조적 역할

로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죽여주는 여자> 속 캐릭터는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의 주체자로 이야기 중심에서 풀어가고, <69세> 효정은 

자신에게 씌워진 사회적 편견에 대해 조용하지만, 강하게 맞서 싸우는 

인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들 캐릭터는 비현실적인 희생을 ‘따뜻한 가족

애’로 표현하는 시선에서, 비참한 노년 여성의 성과 삶의 실제를 인식하

게 만들고 그런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변화, 젊은 남성과 노년 여성 

캐릭터의 성적 주체성을 충돌시킴으로 그들에 공감하는 영화 밖 사람들

의 논쟁을 끌어내는 파장을 일으킨 변화를 만들고 있다.

보부아르는 “노년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의 개인 존재와 외부인에 의해 얻어진 자기 인식 사이

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재현(再現)된다”34)고 주장한다. 노년 여성의 삶은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의 삶을 견주어 여성 사회 안에서 여성의 삶이

라고 말할 수 있다.35) 우리 시대는 지금 인권을 말하고, 평등을 주장한

다. 인권은 인격에 대한 존중이자 인간에 대한 존재의 주체성에 대한 보

호이다. 여기에는 노년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남과 여의 차별성이 아직

도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시대 모순을 안고 있지만, 모든 개개

인은 나라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 인 자

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보장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소유한 기본적인 인격적 존중과 보장을 통해 행

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부여

된 천부적 권리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며,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자연인이자 사회구

34) Ursula, (Tidd, Simone de Beauvoir), 우수진 역, �시몬 드 보부아르 익숙한 타자�, 

앨피, 2007, 190쪽.

35) 성향숙, ｢여성의 노인 보호에 관한 페미니즘 비판｣, �여성연구논집�12, 신라대학교 여

성문제 연구소, 200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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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으로서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에는 모두가 주체적 존재이다. 즉 영

화가 노년을 바라보는 콘텐츠 시각이 앞으로는 노인의 주체성과 독립성, 

젠더로서 조명되어야 하며, 노년에 대한 영화적 콘텐츠의 시각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 페미니즘 운동이 주창했던 

타자로서 여성에 대한 평등성에 대한 주장이었다면 현대의 노년 여성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은 여성 안에서의 평등성에 대한 주장이다. 타자로서

의 여성 평등성에 밖에 존재하고 있는 비가시적 여성으로서 인지되고 있

는 노년 여성에 대한 시각은 여성의 타자로서, 사회의 타자로서의 존재

로 여겨지게 하는 근원적 사고 정립이다. 여성 안에서 여성으로 인정받

지 못한 노년 여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노년 여성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평등성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자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 주체성은 더욱 확

장과 동시에 공고함을 쌓고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모델 및 스포츠에

서 보듯이 노년층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노년의 

삶을 더 이상 부정적 측면과 객체로서, 타자로서 재현이 아닌 주체로서, 

긍정적 측면으로 캐릭터화해야 한다. 고령화는 관점에 따라 사회문제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사회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들이 가지

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나은 사

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영

화 재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적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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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ender Subject of Older Female 

Characters in Korean Movies - Focusing on 

“The Second Castle” and “Gender Theory”

Lee Jong Kil · Park Hyeung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der-subjectivity changes 

of older female characters expressed in the film. To this end, three films 

have been selected since 2015, and the concepts of Simone de Beauvouari’s 

“Second Castle”, Judith Butler’s “Gender Theory” and “Performance” are 

the criteria for consideration. he old female characters in the movie were 

Geum-nim from “Long Live,” So-young from “Killing Woman,” and 

Hyo-jung from “69 years old,” respectively. One of them is based on their 

performance in a male-dominated patriarchal society. the other is a woman 

whose sexuality exists, whose desire as a subject is castrated, who is 

portrayed only as a sexual typist or a “second gender.” and In a society that 

evaluates women’s sex based on “reproduction and sexual attraction,” he 

was placed in the batter’s position. but It is analyzed that women recognize 

that they are the main agents of sex and do not give up their rights. Older 

women in conventional perception are targets that are located in the batter’s 

box. The depiction in the media follows the image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old female characters as subjects of life and sex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society also has a learning effect through 

portrayals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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