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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디스 버틀러는 주체가 행위 양식을 통해 구성되며 젠더 정체성은 수행적 행위의 

반복과 인용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제도 권력의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에 따라 모성의 정체성도 수행에 의해 구성되며 반복과 인용

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TV 드라마 <마더>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였

다. 먼저, 본 연구는 TV 드라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 정체

성을 심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모어 채트먼의 이론을 통해 드라마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드라마는 영웅 서사구조를 차용하여 인물을 이분법적으로 설정하고 헌신

과 희생의 모성을 선으로 규정하였다. 평면적 인물을 통해 헌신과 희생의 모성을 일관

성 있게 재현하였으며 다면적 인물을 통해 비혈연 모성의 수행을 자연화하였다. 그리

고 드라마는 이야기와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헌신과 희생으로 수행되는 비혈연 모성

의 개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드라마는 이야기와 담론을 통해서 4가지의 모성 유형

을 재현하였다. 첫째, 영신을 통한 비혈연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원형적 모성. 둘째, 

홍희를 통한 혈연 단절을 통한 자기희생적인 모성. 셋째, 자영을 통한 거부된 혈연관계

의 모성, 넷째, 수진을 통한 비혈연 관계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모성이다. 이를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영신의 신화화된 모성을 확인하였

으며 홍희를 통해서는 지배담론이 호명한 규범적 모성을 확인하였다. 또 자영을 통해

서 탈신화화된 모성을 확인하였고 수진을 통해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성이 재

맥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성을 잠재적 모성으로 보았던, 기존의 전

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혈연관계 중심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

에서 비혈연관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가 재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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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한국의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정체성이 

모성의 역할에 있음을 역설하며 혈연 중심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은 지금도 유효하여 여성은 잠재적 

모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성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일상의 재현에 뛰어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된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 24일까지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 <마더>1)는 

친모에 의해 학대를 받는 아동을 구하고자 엄마가 되기로 자청한, 한 미

혼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성을 보여주었다. TV 

드라마 <마더>가 방영되면서 한국사회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조명되었고, 진정한 모성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화

두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TV 드라마 <마더>에서 재현2)된 모성은 진정

한 것인가? 본 연구는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미디어에 재현된 모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문화연

구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이다. 기호학,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이론 등 

문화이론이 유입되면서 TV 드라마의 성차별적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모

성을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것으로 재현한다. 드라마 속의 모성은 자

1) ‘모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 <마더>는 지난 2001년 일본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한국에

서 리메이크하여 방송되었는데, 웰메이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드라마 <마

더>가 제54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작품상 수상, 2018년 서울드라마어워즈 미니시리

즈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드라마 <마더>는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

스티벌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영상 서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재현의 의미는 플라톤에서 시작해 장 보드리야르에 이르기까지 모방, 반영, 시뮬라시

옹, 형상화 등 예술방식을 포괄하는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 설명한다. 그는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가 공동체적 삶 전체

의 본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윤복실, TV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체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9쪽 각주 221

번.) 본고에서 쓰이는 재현의 의미는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주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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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위해 명분도 사랑도 

초월하는 헌신적인 모습이다.3) 더불어 텔레비전 드라마는 이상적인 모

성애의 실천 여부를 평가하여 이상적인 모성애를 실천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성애를 재생산한다.4) 그리고 모성은 늙어서도 자녀와 손주들에게 헌

신적인 모성 실천의 모습을 재현하는데5) 노인 여성은 혈연 중심의 가부

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모성을 실천한다.6)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모성이 지배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에서 기인

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TV 드라마에서 변화된 

모성을 확인할 수 있다.7) 이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실질적 수행자였던 

모성의 가부장 이데올로기 실천을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8) 그러나 

기존의 모성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9) 이처럼 모성에 대

한 TV 드라마의 선행연구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의한 모성 이데올로기

3)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일일드라마의 가족, 진화하고 있나... 일일 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KBS), <나쁜 여자 착한 여자>(MBC), 발간자료, 한국여성민우회, 2007; 

남승연, ｢생태여성주의를 통해 본 TV 드라마의 “모성”-<베스트극장>을 중심으로｣, �드

라마연구�, 한국드라마학회, 2008.

4) 홍지아,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략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

학보� 23(6), 한국방송학회, 2009.

5) 이소희, ｢TV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노인의 삶 연구｣, �여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

학회, 2014. 

6) 김미라, ｢TV 드라마 <디어 마이프렌즈>의 여성주의적 서사｣, �한국극예술연구� 56, 한

국극예술학회, 2017.

7) 권양현, ｢TV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적 상상력｣, �한국

문예비평연구� 8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8) 윤복실, ｢TV 드라마 <디어 마이프렌즈>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체계 연구 – 레이몬

드 윌리엄스의 ‘정서의 구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9) 윤석진, ｢텔레비전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나타난 가족주의〉｣, �한국극예술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2019; 권양현, ｢모성 서사의 재현 양상과 의미 - 텔레비전 드

라마 <마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2집, 국제어문학회, 2019; 이은지, ｢“엄마가 

되는 건 다른 작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줄 때에요”: TV 드라마 <마더>에 재현된 

모성 실천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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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현과 변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

성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TV 드라마가 헤게모니의 장으로 기능하기 때문

에 그러하다. 주지하듯이 TV 드라마는 드라마의 모든 구성요소를 자의

적으로 선택하고 전략화한다. 이를 맥락화10)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TV 드라마의 맥락화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TV 드라마에 재현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재맥락화11)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서사 이론이나 드라

마의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맥락화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표적인 젠더 이론

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계보학을 통해 젠더 정체성이 언어

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며 섹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제도 권력의 담론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더불어 수

행문의 발화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특정한 결속력을 발

휘하는 것처럼, 젠더의 정체성은 반복과 인용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에 따라 모성의 정

체성이 행위의 인용과 반복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TV 드라

마 <마더>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가 기존의 지배적 가부장 이데올로

기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임을 밝히며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은 수행성, 패러디, 반복, 우울증 등

으로 구성되는데, 수행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유정은 

브레히트 작품 �품위없는 노파� 를 분석하였는데, 브레히트가 화자를 통

10) 베이커에 따르면 맥락화(contextualization)란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

택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11) 재맥락화란 현장에 맞게 이론이나 관점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특히 문화에 근

거해서 상호관계나 경험을 이해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재맥락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이철원, �여가연구이야기�, 대한미디어, 2004,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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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품위 있는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관습으로부터 해방을 말하고 있으

며, B노인 여성의 품위 없는 행동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하면서 재의미

화, 담론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브레히트의 작품은 노년 여성의 담

론이 ‘사회적 시간성’ 속에서 어떻게 변화, 구성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훌

륭한 사례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물학적 차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노년

기에 성차적 관점이 유효하다는 것은 젠더 차이가 노년기에도 여전히 작

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12) 박선아는 한국 영화가 여성

의 재현에 있어서 모성과 섹슈얼리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강함’과 ‘희생’을 키워드로 영상화되는 모성 이미지를 가능케 하는 특정

한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수행성 이론을 통해 영화 <마더>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영화 <마더>의 모성 정체성은 살인자가 된 아들을 구

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행위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구조의 틀을 활용하

는 수행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13) 장서란은 시인 고정희의 

연작시를 분석하였는데, 고정희의 연작시에 나타난 여성 억압과 해방 담

론이 역사적 맥락에서 연결 지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논하며 그의 

시에 이분법적 담론을 전복하는 역담론의 수행성이 구축되었다고 평하였

다.14) 허주영은 이상의 시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을 분석했는데,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주체는 젠더 수행의 일관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분법적으

로 나뉘는 젠더의 구분을 깨뜨리고 법의 명령에 복종하는 않는 등 젠더 

정체성의 전복 가능성을 가진다고 하였다.15) 김규연 ‧김종선 ‧ 하지수는 

12) 서유정,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 브레히트의 �품위 없는 노파� 에 나타나는 노년여성

의 수행성 분석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한국브

레히트학회, 2012.

13) 박선아, ｢영화 <마더>에 나타난 수행적 모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55, 한

국영화학회, 2013.

14) 장서란, ｢고정희의 역사 연작 시편에 나타나는 여성 해방 담론 연구 - 주디스 버틀러

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15) 허주영, ｢이상 시에 나타나는 수행적 젠더 정체성｣, �한국문학연구� 5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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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제품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뚜렷하다며 유투브에 공개된 21개의 

향수 패션필름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체제가 

부여한 환경에 복종하는 행위를 통해 복종과 동화의 정체성, 구조에 흡

수되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를 통한 저항적 정체성, 일에 열중하고 관계

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관계 주도적 정체성, 그리고 여성은 비현실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비일상적 행위와 신체 노출을 통해 대상화됨으로써 환

상적인 정체성을 보인다고 하였다.1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통한 선행연구는 고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재현이 시

대의 흐름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며 고정적인 성 역할 

수행의 폭력성과 젠더의 정체성이 다층적인 것임을 논증하는 데 집중되

어 있다. 특히 박선아의 연구는 모성의 수행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선아는 모성의 욕망 갈등, 모순, 경험 등 다양한 층위

에 근거한 수행성을 통해 영화 <마더>를 분석함으로써 모성 수행의 과정

이 단순한 주체의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박선아의 연구는 

모순된 모성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을 뿐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TV 드라마 <마더>는 극예술 분야에서 먼저 연

구되었다. 김미라는 드라마 <마더>가 기존의 모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모

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모성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17) 그런데 김미라의 평가는 전통 사

회부터 이어진 여성에게 전가된 아동 양육의 책임을 공고히 할 뿐이다. 

작금의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역할로 주어진 아동 양육의 책임이 한몫

을 하기 때문이다. 권양현은 드라마 <마더>가 일본 드라마 <mother>18)

16) 김규연 ‧ 김종선 ‧ 하지수, ｢향수 패션필름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분석 - 주디스 버틀러

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한국패션디자

인학회, 2018. 

17) 김미라, ｢‘모성’의 확장과 재사유 – TV드라마 <마더>를 중심으로｣, �극예술연구� 61

집, 한국극예술연구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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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리메이크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재맥락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드라마 <마더>가 모성 서사로서 ‘좋은 어머니’로 재현된 영신의 죽음을 

신비화하고 낭만적으로 장면화하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감동과 숭고를 이

끌어냈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기존 모성 서사의 구조를 답습하고 모성의 

신성성을 강화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하였다.19) 그런데 권양현의 연

구는 원작과 비교하여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지배 담론이 

구성한 모성 담론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윤소영은 연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엄마 되기를 수행하는 여성의 주체적 자세와 스토리텔링 의

미를 연결하였는데 극 중의 혜나의 존재가 스토리텔링의 미학적 의미를 

생성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주인공 수진의 모성 되기와 호모 사케

르20)로 전락한 설악의 서사가 스토리텔링에서 주효하였고, 아동의 정상

적인 성장에 엄마/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윤

소영의 연구 결과는 권양현이 지적한대로 기존의 모성 서사구조를 답습

하고 강화할 뿐이며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모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

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은지는 우리 사회에 자리한 모성 신화의 

뿌리에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TV 드라마 <마

더>에 재현되는 다양한 모성의 실천 양상을 통해 모성의 본질을 확인하

고자 했는데, 드라마 <마더>가 어머니의 역할을 확장하는 모성 담론을 

제시하고 반성적인 모성의 담론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차별되지만 견고

18) 드라마 <마더>의 원작 TV 드라마 <mother>는 11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난 2010년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일본 NTV, 요미우리 TV, 주쿄 TV 방송 등 26개 지방 민방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되었다. 

19) 권양현, ｢모성 서사의 재현 양상과 의미 – 텔레비전 드라마 <마더>를 중심으로｣, �국제

어문� 제82집, 국제어문학회, 2019.

20)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호모 사케르에 대해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존재”,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나 죽여도 되는 존재” 등으로 규정한

다.(윤소영, ｢드라마 마더에 재현된 스토리텔러의 위상｣,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5,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8. 203쪽.)

21) 윤소영, ｢드라마 마더에 재현된 스토리텔러의 위상｣,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5, 건국

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8. 



14  문화콘텐츠연구 제20호

하게 제도화된 모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논하였다. 그러면서 모성의 

‘다양체적 특성’을 근거로 기존의 모성 신화나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현

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22) 그런데 이은지의 연구 결과는 혜나를 돌보는 

모든 주체가 여성임을 잊고 있다는 것에 한계를 보인다. 그것이 생물학

적 모성이든, 보호시설의 엄마이든 말이다. 따라서 드라마의 새로운 모

성 담론 제시가 기존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구성한 모성 이데올로기를 유

지하고 재생산하는 재맥락화 방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효

재의 논의를 빌어 가족 범주의 확대를 언급하지만, 아동 양육에 있어서 

모성의 본질과 모성의 실천만을 물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왜 부성이 

아동 양육에서 은폐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서두에 서술한 것처럼 

전통 사회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아동 양육과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한

정하고 여성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였다.23) 정체성의 개념을 동일

시로 단순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성의 정체성은 ‘희생’과 ‘헌신’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한 모성을 수행하는 것은 

여성 주체이다. 선행연구는 TV 드라마 <마더>에서 ‘헌신’과 ‘희생’을 전

제로 한 모성이 재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 <마더>가 재

현한 모성이데올로기는 전통 사회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성되었

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TV 드라마에서 전통 사회의 가부장 이

데올로기가 구성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22) 이은지, ｢“엄마가 되는 건 다른 작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줄 때에요”: TV 드라

마 <마더>에 재현된 모성 실천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019.

23) 조선은 현 시대의 전통 사회이다. 조선왕조와 지배층은 건국이념으로 성리학을 도입하

고 조선의 건국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예서에 많이 의존하였다. 이는 주희의 �소

학� 과 �주자가례� 가 주효하였는데, �소학� 과 �주자가례� 는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

고 그에 따른 실천을 중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효(孝)의 실천을 위함인데, 문제는 효 

실천을 위한 제사 봉사가 적장자 위주로 실천되면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초래되었다. 

또한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유가 사상은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역할을 구분하였다. 따

라서 여성은 음식 장만과 의복 장만에 한정되었고 아들 생산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따

라서 여성은 모성으로 등치되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의 역할을 강요받았다. 

(윤복실, ｢조선 가부장 지배문화 형성과정 고찰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선별적 전통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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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통해 TV 드라마 <마더>에 나타난 모성이데올로기 재맥락

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드라마의 서사 구

조를 확인하기 위해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 분석 이론을 차용하여 TV 드

라마 <마더>를 분석할 것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 토르도프의 영향을 받

은 시모어 채트먼은 서사물을 구조물로 보며 서사를 이야기와 담론으로 

나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사건, 행위, 등장인물, 배경 등으로 나누

고 담론을 서술방식, 묘사, 시점 등으로 나눈다. 이때 담론은 서술되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영상 서사물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다이

제시스(diegesis) 서술자와 논다이제시스(non-diegesis) 서술자를 알

아야 한다. 다이제시스는 서사물 안에서 등장인물이 텍스트 내에서 볼 

수 있으며 지각할 수 있는 것이고, 논다이제시스는 관객이나 수용자가 

인식하는 것이다.24)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 이론은 구조주의 서사학을 종

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인데, 구조주의는 시학으로 출발하는 문학 비평의 

주관성을 극복함으로써 합리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문학 비평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25) 특히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 이론은 소

설이나 시 등 서술로 이루어지는 문학에 그치지 않고 영화나 TV 드라마 

등 영상으로 이루어진 서사물의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TV 드라마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

24)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 : 장르 ‧ 미학 ‧ 해독�, 누리미디어, 2006, 75쪽 참조. 

 

25)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1996, 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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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모어 채트먼 서사 이론에 따라 TV 드라마<마더>의 인물과 인물 설

정의 관계, 이야기의 플롯과 시간, 담론-공간으로서의 서술행위를 분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드라마의 서사 전략이 모성의 ‘헌신’과 ‘희생’임을 

밝히는 동시에 지배적 담론이 구성한 모성의 정체성이 ‘헌신’과 ‘희생’으

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모성 정체성이 기존의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구

성한, 재맥락화된 가변적인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모성은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모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임신과 출산 등 생물학적 모성, 둘째 양육과 관련

된 양육자로서 모성, 셋째 사회문화적이며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모

성 정체성 등이다.26) 그런데 모성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모성과 양육자로

서의 모성에 영향력을 가진다. 이때 모성 정체성은 이데올로기로서 집단

의 가치체계나 신념 형성에 기여한다. 이에 본고에서 사용하는 ‘모성’ 개

념은 생물학적 모성과 양육자로서의 모성 그리고 모성의 정체성을 포함

한 이데올로기이다.

Ⅱ. 이론적 배경 :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

니체의 계보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은 

여성성을 전제한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이루

어졌다. 초기 페미니즘은 부당한 성차별에 맞서기 위해, 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인정하는데 버틀러는 생물학적인 성의 규정부터 쉽지 않다는 것

을 주장하며 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거부하였다. 성을 구분하는 섹스는 

여성성을 본질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만

약, “생물학적인 성이 명료하다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주체는 모두 안정

적이고 전일적인 존재”27)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는 이성애 중심의 

26) 최은영, 위의 글, 48-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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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페미니즘에 내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자기 동일적이고, 언제나 똑같이 지

속되며, 통일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전제가 무엇인지”28) 

묻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버틀러는 여자는 만들어진다’는 보부아르 주

장에서 힘입어 ‘섹스가 곧 젠더’임을 선언하며 위티그와 푸코의 논의를 

통해 정체성이 가변적인 것임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급진적 페미니스트

인 위티그는 섹스와 젠더의 차별성이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젠더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하였다. 남성은 남성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

인 것이기 때문이다.29) 또 위티그는 ‘섹스’가 몸에 대한 정치적이고 문화

적인 해석임을 역설하며 언어가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언어는 발화행위를 통해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을 

가정하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서 관행

을,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침해”30)하기 때문이다. 한편, 푸코는 몸이 권

력 관계, 즉 지배적 담론 안에서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면서 섹슈얼리티

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31) 또 모성적 몸이 전담론적이라는 담론이야

말로 특정 권력에 의한 전술이며 그러한 담론은 모성적 몸을 자기 본질이

자 욕망의 법칙으로 간주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을 은닉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별화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섹슈얼리티에 권력이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버틀러는 젠더가 

27) 노아정, ｢주디스 버틀러 수행적 젠더 이론과 성별의 정치학｣, �연극평론� 92, 한국연

극평론가협회, 2019, 140쪽.

28)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조

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14쪽.

29) Wittig, (Moniqu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허윤,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

레이트 마인드�, 행성비, 2020, 143쪽 참조.

30) Butler, Judith., ibid, 조현준, 303쪽. 

31) Foucault, Michel, (L’histoire de la sexualt), 이규현,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1990, 나남, 114-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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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가변적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이 고정된 것

이 아닌 가변적인 것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주체는 사회문

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젠더를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이때 젠더 내

면화는 프로이트의 우울증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이트는 자기 비

판적 태도를 보이는 우울증 환자의 증상은 상실한 애정 대상에 대한 내면

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32) 이는 상실한 애정 대상을 자신과 동

일시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젠더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우울증이 포함

된다. 궁극적으로 버틀러가 젠더 수행성임을 주장하게 된 것은 자크 데

리다(Jacques Derrida)의 <법 앞에서>에 대한 해석에 있다. <법 앞에

서>는 카프카(Franz Kafka)가 저술한 아주 짧은 단편소설인데, 법의 문

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지기의 허락을 구하다 생명을 다한 한 남자의 이야

기이다. 이 소설에서 버틀러가 주목한 것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남자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법의 힘이 생성된다는 부분이다. 바로 버틀러는 법

을 지키는 주체의 행동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버틀러는 젠더의 

정체성도 주체의 신념과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젠더 정체성

을 수행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버틀러의 “젠더가 수행적이라고 보는 관

점은, 젠더가 내적 본질이라고 믿는 관점이 사실상 허구임을 폭로33)”하

는 것이다. 버틀러가 젠더 정체성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처럼 행

위로 나타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버틀러는 수행문의 발화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특정한 결속력을 발휘한다고 하였

다. 따라서 “젠더는 특정한 형태의 행위를 의례화해서 반복할 것을 요구

하는 규제적 체제의 효과로서 생산되는 방식”34)인 것이며 수행적인 존재

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젠더 수행성은 행위의 구성을 통한 정

체성의 획득을 의미한다. 즉, 주체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구성

32) Freud, Sigmund,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 윤희기 ‧ 박찬부 譯, �정신

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4, pp.224-249.

33)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3쪽.

34)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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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젠더는 

늘 행위를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체성의 전복은 

반복된 의미화 실천의 내부”35)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 

혹은 본질의 전복은 몸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논의될 것이 아니

다. 다만 재배치될 뿐인 것이다.36) 이에 버틀러는 행위를 다르게 반복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을 완전히 초월하겠다는 불가능한 환상에 매달리는 

것보다 패러디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본 것이다.37) 필경, 

주디스 버틀러가 수행성 이론을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젠더 정체성의 허

구성이다. 이를 통해 버틀러는 본질로 여겨지는 강제적 이성애에서 벗어

나 퀴어 정체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에 따르면, 모성이라는 정체성은 주체가 

반복과 인용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며 의미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모성은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정체성이다. 그래

서 여성 주체는 모성 정체성을 획득하려면 지배적 담론이 구성한 행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지배적 담론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성의 정체

성을 생산한다. 이는 신화화된 모성이다. 따라서 모성이라는 정체성은 

여성 주체가 지배적 담론이 정의한 일련의 행위를 인정하고 실천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 주체가 “모성의 정체성을 갖는다

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 주체가 주체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다.”38) 그에 따라 여성 주체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성을 사회관계 속

에서 수행함으로써 모성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여성 

주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모성의 정체성 유지에 사회제도의 강

35) 조현준, 위의 글, 219쪽.

36) Butler, Judith., ibid, 319쪽 참조.

37) 전혜윤,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페미

니즘� 19(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1, 168쪽 참조.

38) 이진경, ｢경제와사회-근대적 주체와 정체성-정체성의 미시정치학을 위하여｣, �경제

와사회� 35, 비판사회학회, 1997,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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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이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모성의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이는 모성의 정체성이 본질적

인 것이 아니며 고정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성의 정체성이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되는 이유는 여성 주체가 ‘헌신’과 ‘희생’의 모

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모성 정체성은 모성을 수

행하는 여성 주체가 속한 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급은 개인이 접

근 가능한 물적 ‧ 문화적 차원의 종류와 질을 결정하는 사회의 구성조건이

자 주체의 사회적 위치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권력기제”39)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 주체는 그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 모성을 수행한다. 결

국, 여성 주체는 그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른 모성 수행의 한계를 가지며 

모성을 재의미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모성은 여성 주체 안에 위치하

면서도 섹슈얼리티를 외면하고 생물학적인 모성과 양육자로서의 모성을 

우선시하는데, 이는 ‘정상 모성’으로 지지를 받는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 

사회의 모성 정체성은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 주체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위치하고 섹슈얼리티가 제거된 모성의 욕망을 실현하며 다층적으로 구성

되지만 ‘헌신’과 ‘희생’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재의미화되는 것이다. 

Ⅲ. TV 드라마 <마더> 서사 구조

1. 인물과 인물 설정의 관계

TV 드라마 <마더>는 영웅 서사 구조를 차용함으로써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의 정체성을 심화하였다. 드라마의 서사는 아동학대의 위기에 

빠진 혜나를 구하는 비혼의 여성 수진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그에 따라 드

라마 <마더>의 등장인물은 수진과 혜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래 

39) Finch, L, The classing gaze, sexuality: class and surveillance, Allen & Unwin, 

Austalia, 1993. (박선아, ｢영화 <마더>에 나타난 수행적 모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영화연구� 55, 한국영화학회, 2013, 18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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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TV 드라마 <마더>의 주요 등장인물의 관계도 및 유형도이다.

<그림 1> TV 드라마 <마더> 주요 등장인물 관계도 및 유형도

우선, 등장인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수진을 중심으로 영신과 이진, 

현진 등 제도적 가족이 등장하고 수진의 연적 가족인 친모 홍희가 등장한

다. 그리고 혜나를 중심으로 친모 자영과 자영의 동거남 설악이 등장한

다. 이를 통해 드라마 <마더>의 가족이 제도와 혈연 그리고 비제도를 통

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인물로 진홍이 등장하는데 

진홍은 영신의 주치의이지만 수진과 멜로를 형성하는 인물이다. 또 그 



22  문화콘텐츠연구 제20호

밖의 인물로 경찰인 창근과 경석이 등장한다. 이들은 혜나를 납치한 수

진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극의 서스펜스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영신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매니저이자 현진의 친부인 

재범이 등장하고, 수진이 어려서 성장했던 보육원 원장 글라라가 등장한

다. 또 수진의 선배인 은철과 무령초등학교 교사 예은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유형은 관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위기에 빠진 혜

나를 구한 수진은 선인으로 등장하고, 혜나를 학대하는 자영과 설악은 

악인으로 등장한다. 혜나는 어린 조력자40)로 등장한다. 궁극적으로 혜

나가 수진의 모성 정체성 획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러하다. 그리고 수진의 양모와 친모인 영신과 홍희 등은 조력자이자 스

승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수진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수진을 헌신적으로 

돕고 수진이 헌신과 희생의 모성 수행을 종용하며 모성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보육원 원장인 글라라는 잠깐 

등장하지만, 신에게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묻는 수진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이 중병을 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며 모성으로 재탄생한 수진을 

축복한다는 점에서 스승이다. 진홍은 수진을 무조건적 도움을 준다는 점

에서 조력자이다. 영신의 매니저 재범은 협력자이다. 그에 반해 수진의 

자매로 나오는 이진은 협력자이면서 적대자이다. 협력자와 적대자를 구

분하는 방법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이진

은 수진에게 한 번쯤 시련을 주지만 도움을 준다는 점에 협력자로 위치한

다. 수진의 또 다른 자매 현진은 협력자이다. 혜나가 수진의 친딸이 아니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적대자로 돌변할 것 같았지만 수진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협력자이다. 그밖에 경찰로 나오는 창근과 경석은 적대자

이다. 이들은 수진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0) 캠벨의 신화에 따르면, 대체로 조력자는 노파나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어린 조력자도 등장한다.(Vogler, Christopher, 함춘성,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

오 쓰기�, 무우수, 2001,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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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의 성격은 관습과 비관습적인 유형이 동시에 존재한다. 관습

적인 인물은 영신과 홍희이다. 이들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을 재현

한다. 수진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관습적이

다. 그런데 영신과 수진은 비혈연 관계의 모성이다. 가장 비관습적인 인

물은 자영이다. 자영은 혜나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

인 모성애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유형과 성격의 

이분법적인 구조는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서사에서 ‘선’을 

찬양하고 ‘악’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에 따라 수진의 비혈연 모

성 수행은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자영의 혈연의 모성 거부는 비난의 대상

이 된다. 따라서 드라마 <마더> 서사의 주요한 맥락은 혈연과 비혈연을 

아우르는 헌신과 희생을 통한 모성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등장

인물의 설정을 보면, 영신과 홍희는 평면적 인물이다. 드라마에서 평면

적 인물은 서사가 종결할 때까지 일관성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데, 영신

과 홍희는 드라마의 서사가 종결될 때까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을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반면, 수진과 자영은 다면적 인물이다. 다면적 인

물은 서사가 전개되면서 성격의 변화를 보여준다. 수진은 드라마 서사의 

초기에 모성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혜나를 만난 이후에 헌신적이

고 희생적인 모성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자영은 드라

마의 서사가 종결될 때까지 모성을 재현하지 않지만, 모성의 역할에 대

해 고뇌한다는 점에서 다면적인 인물이다. “다면적인 인물은 내적 갈등

으로 고뇌하고 있다는 점에서 닫혀 있기보다 열린 인물들이고, 수용자들

에게 성찰의 공간을 제공”41)한다. 이를 통해 드라마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의 모성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다면적 인

물의 갈등을 통해서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 주체 대상을 비혈연, 비혼으

로 확대하고 있다. 

41)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장르 ‧ 미학 ‧ 해독�, 문경, 2006,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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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의 플롯과 시간

TV 드라마<마더>의 플롯 구조는 전통적인 플롯의 방식인 기승전결의 

과정을 가진다. 플롯은 혜나의 유괴라는 단일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와 모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논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드라마<마

더>의 이야기–시간은 현재–과거–현재–회상-현재 등으로 전개된다. 드라

마는 사건을 시간에 따라 배열하지 않고 현재와 과거, 회상 등을 유기적

으로 나열하여 이야기-시간을 통제한다. 이는 드라마가 사건에 집중하

기보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마더>의 이야

기 전개 과정에서 중핵은 수진이 학대를 당하는 혜나를 구해 엄마가 되기

까지의 여정이다. 위성은 영신이 수진을 입양한 이야기, 어린 수진을 보

호하기 위해 동거남을 살해한 수진의 친모 홍희 이야기, 아동학대 가해

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던 설악의 이야기 그리고 자영이 미혼모가 되어 혜

나를 키우게 된 이야기, 경찰인 창근과 경석이 실종된 혜나를 찾는 과정

의 이야기 등이다. 이러한 중핵과 위성은 그 배열이 매우 치밀하게 구성

되어 있어서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 양육자로

서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플롯의 구성은 인과적

으로 진행되면서 혜나를 유괴한 수진의 개연성을 확보한다. 드라마에서 

개연성은 무척이나 중요한데, TV 드라마 <마더>의 주인공 수진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혜나를 구한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당했던 폭행과 친모

의 유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주인공 설악이 아동을 학대하고 살인한 이

유도 어린 시절에 방임되었던 경험과 친모의 자살 때문이다. 둘의 차이

점은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애의 수혜 여부이다. 주인공 수진은 

양모와 친모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애를 제공받았고, 반주인공 설

악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서사의 개연성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

성을 심화하고 그렇지 못한 모성을 배척하도록 한다. 또한 수진의 모성 

수행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칭송은 비혈연 관계의 모성을 찬미하고 자연

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는 수진과 멜로를 형성하는 진홍을 통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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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진홍의 직업은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다. 진홍은 혜나가 수

진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혜나를 치료하였으며 

수진이 홍희가 친모임을 알고 격분하여 자신의 손을 다쳐서 찾아왔을 때

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치료해 주었다. 또한 진홍은 수진과 혜나의 행방

을 묻는 형사들에게도 수진을 변호하는 등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수진을 

돕는다. 이러한 진홍의 행동은 멜로를 가미함으로써 당연시된다. 하지만 

자영의 멜로 가미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이는 자영이 모성 수행

보다 이성(異姓)을 우선시한 탓이며 자영의 멜로 형성 대상이 아동학대

와 살인을 저지른 설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성 수행을 거부한 자영

의 멜로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서 TV 드라마 <마더>는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 주체의 섹슈얼리티 거부를 자연화하였다.

3. 담론 – 공간의 서술행위

TV 드라마 <마더>에는 다양한 유형의 모성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헌

신과 희생의 모성의 정체성을 심화한다. 이는 담론과 공간을 통해서 확

인된다. <마더>의 주요한 서술 장치는 등장인물의 대화와 암시적 묘사 

그리고 편집/리듬과 배경음악이다. 서술자로서의 등장인물은 대화를 통

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을 강조한다. 등장인물의 주요 대화는 수

진과 혜나, 영신과 홍희 또한 자영과 설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영신과 홍희의 대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성을 당연시하며 이를 수

진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명시적, 암시적 묘사에 

탁월하다.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직업을 통해 등장인

물의 모성 유형을 명시적인 동시에 암시적으로 묘사하는데, “명시적 묘

사는 대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거나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고, 암시적 

묘사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42) 

42)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장르 ‧ 미학 ‧ 해독�, 문경, 2006,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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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의 주인공 수진의 직업은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 박사이다. 보통 

새는 자유를 상징한다. 따라서 주인공 수진의 직업은 수진이 기존의 모

성을 벗어나 새로운 모성을 지향할 것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수진이 가고자 하는 아이슬란드는 이상적인 모성의 실현이 가능한 상징적

인 곳임을 내포한다. 이는 드라마 말미에 수진이 아이슬란드 조류학센터의 

연구원 자리를 포기한 것으로 설명된다. 수진이 아이슬란드행을 포기한 것

은 현실에서 모성 이데올로기 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2> 새로운 모성애를 지향한 수진 <그림 3> 모성애를 재맥락화한 수진

<그림 4> 영신의 원형적 모성 <그림 5> 대지를 상징하는 영신의 온실

<그림 2>는 드라마 첫 화에 등장한 수진의 모습으로 그녀의 직업을 설

명하며 <그림 4>와 <그림 5>은 영신의 모성이 원형적인 모성임을 암시한

다. <그림 3>은 드라마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으로 수진이 영신의 온실을 

가꾸는 모습이다. 이는 원형적인 모성에 대한 수진의 응답에 대한 암시로 

수진의 변화된 모습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는 수진을 통해서 모

성의 재맥락화를 시사한다. 수진의 양모인 영신은 유명한 배우이다. 배우는 



TV 드라마 <마더>에 재현된 모성 이데올로기 연구 | 윤복실  27

대본에 따라 연기를 수행한다. 이는 영신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듯이 원

형적인 모성애를 재현할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톱배우인 영신의 사

회적 위치를 짐작하도록 하는 동시에 원형적인 모성의 위치를 가늠케 하

는데 영신이 재현하는 모성이 원형적인 것은 영신의 집 안에 마련된 온실

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흔히 모성은 대지로 비유된다. 여성이 생명을 잉

태하고 품는 것은 대지가 생명을 잉태하고, 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는 동서양이 마찬가지이다. 특히 고대 중국 철학사상은 남성을 하늘(天), 

여성을 땅(坤)으로 비유하여 이치를 따지고자 하였다.43) <그림 5>은 영

신의 집 안에 마련된 온실이다. 따라서 영신의 공간은 대지를 상징한다. 

영신의 집에 마련된 온실은 아이들이 비밀을 나누는 장소이며 수진이 동

생의 비밀을 숨긴 장소이기도 하다. 이는 대지는 모든 것을 다 품는다는 

상징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영신의 모성 수행은 비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명시적인 묘사를 통해서 홍희의 직업을 설명한

다. 이는 <그림 6>을 통해 증명된다. 수진의 친모인 홍희의 직업이 이발

사인데 이발사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동양의 사유에

서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을 요

구받는다.44)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혈연의 연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홍희의 직업은 홍희가 자신의 신체 일부와도 같은 

딸을 스스로 잘라내었음을 내포한다. 드라마에서 자영의 곁을 떠나온 혜

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진에게 잘라 달라고 하고, 다시 홍희에게 잘

라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혜나의 단발(斷髮)은 자영과 혜나의 혈연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한편, 홍희는 참으로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홍희가 비밀을 간직한 인물임을 뜻한다. 이때, 홍희가 간직한 비밀

43) �易周�, ｢繫辭傳｣ 上 “乾道成男坤道成女.”(건(乾)의 법칙은 남(男)을 이루고 곤(坤)의 

법칙은 여(女)를 이룬다.)

44) �孝經� “身體髮膚受之父母.”; �明心寶鑑�, ｢孝行篇｣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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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살인과 단절을 통한 모성의 수행이다. 그런데 홍희의 비밀은 드라마

의 전개 과정에서 수진이 모성 정체성을 수취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

해서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암시적 묘사를 통해 드라마 전개에서 중요한 

복선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홍희의 모성 수행이 혈

연관계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홍희의 직

업이 화장품을 파는 외판원임을 설명한다. 보통, 화장품은 여성의 외모

를 꾸밀 때 사용된다. 따라서 자영의 직업은 자영이 모성의 역할에 치중

하기보다 이성(異性)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드라마에서 

보이는 자영의 외모는 항상 화려하게 치장됨으로써 그녀가 모성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 이성(異性)에 관심을 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항상 무채색 옷을 즐겨 입는 수진과 대비를 이룬다. “무채색의 의상으로 

스타일링 한 수진에게서 여성으로서의 욕망은 찾을 수 없다.”45) 이를 통

해서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 주체의 성적 욕망이 금지시 되고 있음을 확인

하게 된다. 또 드라마 말미에 자영은 감옥에 수감되어 수의를 입는다. 이

는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의 정체성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한 상징이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는 ‘헌신’과 ‘희생’의 모성 실

천을 강조한다. 다른 한 편,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

해서 모성의 역할이 아동의 돌봄에 있음을 암시한다. 혜나가 스스로 선

택한 이름 ‘윤복’은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식당 이름이다. 이는 가족과 

함께 돈까스와 오무라이스 등을 먹을 수 있는 아동을 상징하며 혜나가 아

동으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받지 못했음을 의

미한다. 이는 <그림8>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리고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혜나가 자신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딱 한 

차례, 설악으로부터 김밥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식사 

장면이 아닌 학대 장면이었다. 

45) 권양현, ｢모성 서사의 재현 양상과 의미｣, �국제어문� 82집, 2019, 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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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발사인 홍희 <그림 7> 화장품 외판원 자영

<그림 8> 모성 돌봄을 받는 아이를 상징하는

이름 ‘윤복’

<그림 9> 드라마의 모성 되기 여정 암시

TV 드라마<마더>의 주요배경은 무령, 인천, 춘천, 서울, 무령 등 서사

의 전개에 따라 이동된다. 드라마는 수진이 친모에 의해 버려진 장소 정

애원, 수진이 성장한 영신의 집, 친모인 홍희의 집을 통해 한 여성 주체

가 모성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9>는 본격적

인 드라마의 전개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이에 따라 드라마 <마더>가 로

드무비 형식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로드무비는 자유와 희망 등을 찾

아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사건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영화

의 형식을 말하는데,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다.46) 그리하여 드라마는 서사의 배경 정애원을 통해 수진이 모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심적인 고통을 전달하며 영신의 집은 모성의 원형

성이 강조된 공간으로, 드라마 말미에 등장한 홍희의 집은 모성 수행의 

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신화화된 모성이 재

46) 채윤정, ｢길을 바라보는 시선들:로드무비와 길 영화의 문화사회적 비교｣, �가족과문화�

3, 한국가족학회, 1997. 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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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영신의 집에서는 주로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장난치

는 모습 등 이상적이며 관습적인 가정의 모습이 재현된다. 반면, 드라마 

초기에 보이는 혜나의 공간은 항상 어둠 속에서 재현된다.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암시적 묘사와 명시적 묘사를 통해 혜나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혜나의 공간은 자영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아동 양육, 즉 모성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사적 공간인 가정이며 동시

에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혜

나의 공간은 개선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한 편, 논다이제시스의 서

술자로서의 작가는 배경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극대화한다. 특히 설악의 

‘코카콜라 맛있다’ 추임새는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 탁월하다. 이

때 “배경음악은 스토리의 이면에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캐

릭터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수행”47)하는데, 설

악의 코카콜라 추임새는 설악의 폭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당사자인 혜나의 위기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는 비

혈연이며 비혼인 수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 수행을 정당화한다. 

TV 드라마 <마더>의 서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드라마 <마더>는 모성

을 수행하는 여성 주체 범주를 비혼, 비혈연으로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드라마의 개연성을 헌신과 희생의 모성애를 통해 확보하고 다양

한 모성 실천을 재현함으로써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의 정체성을 재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모성의 정체성은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작금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 이는 지배 담론에 의

해 모성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배 

담론은 모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신화화된 

모성을 제시하는데, 신화화된 모성은 여성 주체의 헌신과 희생을 근간으

로 한다. 그에 따라 신화화된 모성을 수행하는 실질적 모성이 존재한다. 

47) 위칭룽, 이상윤, ｢단편 애니메이션 More의 배경음악과 스토리의 관계 분석-음악의 리

듬과 감정 변화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엔터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 한국엔터테

인먼트산업학회, 2018,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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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 주체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모성의 실질적 형태는 모성을 실천하는 여성 주체가 속한 계급과 섹슈

얼리티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TV 드라마에서 모성 수행이 다양한 형태

로 재현되는 이유가 된다. 이를 다음 장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Ⅳ. TV 드라마 <마더> 의 모성 수행성

1. 신화화된 모성

앞서 서술한 것처럼 지배적 담론은 모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규

범적 이상으로서의 신화화된 모성을 제시한다. TV 드라마 <마더>에서 

영신이 재현한 모성은 규범적 이상의 신화화된 모성이다. 주디스 버틀러

는 젠더 정체성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처럼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드라마 <마더>에서 영신의 직업은 배우이다. 배우는 희곡이나 

대본이라는 수행문에 따라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화한다. 따라서 영

신은 배우가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화하듯 이상적인 모

성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영신은 수진 외에도 이진과 현진 두 명의 자녀

를 더 입양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함으로써 규범적 이상의 완벽한 모성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 영신의 공간도 영신이 신화화된 모성임을 보여준

다. 영신의 공간에서는 아이들에게 생물학적인 성에 따른 젠더화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신의 모성

이 신화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부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 있

다. 이는 영신이 재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톱배우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배적 담론은 여성 주체의 독

립적인 모성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영신

이 의미화 과정이 삭제된 모성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영신은 모성으로 

위치할 때 안정적인 상태를 보인다. 따라서 영신의 모성 수행은 당위성

에서 성립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수행성을 수행 주체의 작인(agency)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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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는데, 이는 영신이 모성의 수행이 혈연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

다고 증언하며 모성이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

가 된다. 아래의 대사에서 확인된다. 

6회. 씬9. 이발소 (밤)

젊은 영신 인터뷰 화면

영신 나는 애가 꼭 있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 집중이 되고 안정이 돼요. 

(이하 생략)

14회. 씬6. 영신 집 – 서재 (낮)

영신 자기 배로 애를 낳아야만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한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건... 다른 작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줄 때예요. 혜나 엄마는 애를 낳기만 낳았지 엄마가 아니구요. 

우리 수진이가 진짜 엄마예요.

14회. 씬20. 영신 집 - 영신 방 (낮)

영신 정 선생, 엄마라는 건... 어차피 자기 수명을 갉아먹으며 아이를 키

워요. 애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건강에 반하는 행동이야. 나한테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볍게 책을 읽거나 대화하

는 데 쓰고 싶겠어? 그건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 써야 돼요. 

위 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영신의 모성은 당위성 위에서 성립한다. ‘엄

마는 그래야 한다’는 모성의 당위성은 지배적 담론이 생산한 것이기 때문

에 그 힘을 발휘하는데, 영신의 당위성에는 ‘나쁜’ 모성에 대한 배척이 

전제되어 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어떻게든 자신의 아이를 키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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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당위성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성의 당위성은 모성을 수행

하는 여성 주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자리하는 규범이다. 이에 따라 영신

의 모성은 ‘선’으로 작동하며 초월적 이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영신의 모성이 신화화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영신의 모성 수행의 계기가 이혼에 있다는 점

이다. 영신은 이혼으로 ‘아내’라는 사회 제도적 위치를 박탈당한 후 알콜 

중독에 빠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정애원에서 수진을 만나게 된 영신은 수진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이유로 수진을 입양하였다. 이러한 영신의 서

사는 ‘여성’이라는 주체는 불안정하고, 모성으로 위치할 때 안정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주체가 남근을 갖고 있지 못한 결핍의 상태

이기 때문에 주체로 조건 지어질 수 없다는 토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성

이 오래도록 공적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정의 영역에 머물게 된 이유가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담론이 아직도 유효하여 드라마에 차용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영신은 수진을 입양한 후 마음의 안

정을 찾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수진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 물질적인 풍

요를 제공하며 수진을 양육한다. 그러나 영신은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수진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구성된 모성이 혈

연관계 중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영신은 모성의 정체성을 충

실히 수행한다. ‘엄마는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모성의 강제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모성의 강제성은 영신의 모성 서

사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영신은 암이 재발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십 

년 동안 관계를 단절한 수진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수진이 갑자기 혜나

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도 나무라지 않고 할머니로서 또 다른 모성의 역할

을 수행하려고 한다. 또한 영신은 수진이 혜나를 유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설악이 혜나를 납치해 돈을 요구했을 때도 헌신적으

로 모성을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신은 수진이 혜나의 유괴범으로 

체포되자 암을 치료하기보다 자신의 남아있는 생명조차 수진을 위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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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선언하고, 죽어가는 몸으로 수진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재

판장에서 증언하다가 쓰러지는 등 자기 희생적인 모성을 수행한다. 그런

데 영신의 모성은 폭력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영신은 홍희가 수진

의 친모란 사실을 알게 되자 홍희의 뺨을 때리고 이발소의 거울을 깼으며 

홍희를 추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모성 수행을 거부한 홍희에 대

한 처벌적 성격을 지닌다. 이를 통해 영신의 폭력은 정당화된다. 그리고 

영신이 재현한 모성이 홍희가 재현한 모성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확

인하게 된다. 이러한 영신의 모성 수행이 더욱 신화적으로 보이는 것은 

드라마 속에서 영신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영신의 서사에

서 “자기 소멸과 희생의 훈장을 두른 엄마의 신화”48)을 목도하게 된다. 

2. 규범적 모성

TV 드라마 <마더>에서 지배 담론이 호명한 모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

는 것은 홍희이다. 이는 드라마 말미에 홍희에게 부여된 보상을 통해서 

확인된다. 지배적 담론은 보상을 암시함으로써 규범적 모성을 수행하도

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홍희의 모성 수행이 규범적임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홍희의 모성 수행은 영신과 달리 환경적인 제약이 많다. 모성

의 실질적인 형태가 여성 주체가 속한 계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홍희의 서사에서 확인된다. 미성년의 나이에 홀로 수진을 낳은 홍

희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해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며 수진을 키운다. 

그러다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홍희는 자신보다 스무 살

이나 많은 남자와 동거하게 되는데 동거남의 일상적인 폭행을 감내해야 

했다. 동거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홍희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탈출에 

실패하여 동거남에게 새끼손가락을 잘리고 어린 수진 앞에서 능욕을 당

한다. 결국, 동거남의 폭행이 어린 수진에게 향하자 홍희는 동거남을 살

48) 이희원 외,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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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수진이 살인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진을 

보육원에 유기한 후 경찰에 자수한다. 그리고 수감생활로 수진과 관계가 

단절된 홍희는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되는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수

진의 안위를 확인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또한 홍희는 감옥에

서 출소한 후 영신의 집 근처에서 20년이 넘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수진의 성장을 지켜보며 산다. 이처럼 홍희의 서사는 희생적이며 헌신적

인 모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홍희의 정체성이 모성으로 규

정지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아래 대사에서 확인된다. 

7회. 씬48. 재범 차 안 (밤)

홍희 (담담하게) 버렸냐구요? (미소짓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

아가게 하는 데 제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이유가 

밝혀지면 제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뭐가 되나요? 그 부분은 건드

리지 말아 주세요.

8회. 씬56. 이발소 (낮)

홍희 그 남자 죽인 거 후회하지 않아. 안 그랬으면 다음번엔 너랑 내가 

죽었을 테니까.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좀 더 빨리 죽이지 

못한 거? 그랬더라면 너한테... 그런 꼴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홍희의 모성 수행에서 주목할 것은 가부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는 점이다. 이는 신화화된 모성을 재현한 영신의 모성과 크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홍희가 사회의 최하위 계급으로 추락한 것이나 살인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가부장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지배 담론이 호명한 모

성은 반사회적인 것을 넘어서야 하는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런데 홍희는 수진에게 자신의 모성 수행을 반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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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가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의 정체성을 주체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종속화(subjection)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여성 주

체가 헌신과 희생의 모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수행하는 이유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성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배경인 것이다. 드라마 후반, 

홍희는 혜나를 유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수진이 자신의 변론을 포기하

자 수감생활을 했던 자신을 예로 들면서 ‘엄마’라는 호명에 부응할 것을 

종용한다. 이는 아래 홍희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회. 씬50. 구치소 – 면회실 (낮)

홍희 윤복이가 나중에...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당당해지고 싶지 

않아?

수진 (눈물 닦아내고)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홍희 밥 많이 먹고 운동해. 구치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감

옥에서 그렇게 했어. 언젠가 너를 만나게 될까봐... 부끄러운 사람

이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일으키려고 죽을힘을 다했

어. 너도 할 수 있어. 엄마니까... 

또 홍희는 수진이 연구자의 삶과 혜나의 입양을 두고 고민할 때도 엄

마의 이름으로 혜나의 입양을 권유한다. 알튀세르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주체의 범주를 기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개인을 구체적 주체로 호명한

다고 하였는데 “버틀러는 기존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 인해 여성이 여성

으로 근접하게 되어 간다고 주장한다.”49) 따라서 홍희의 모성 수행의 종

용은 기존의 모성 이데올로기 호명인 것이다. 또한 지배적 담론이 여성 

주체의 개인적 욕망의 실현보다 모성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정상 모성’으

49) 민경숙,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연과학연구소논문집�, 

용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11,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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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홍희가 드라마 말미에 헌신

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을 수행한 보상으로 해피엔딩의 삶을 제공받는다는 

점이다. TV 드라마의 해피엔딩은 지배 담론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살인이라는 사회 최악의 범죄가 모성의 이름으

로 정당화될뿐더러 ‘희생’과 ‘헌신’의 모성으로 칭송받는다는 점이다. 사

회 최악의 범죄로 불리는 ‘살인’이 휘발되고 ‘희생’과 ‘헌신’의 모성 정체

성만 남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배적 담론이 구성한 모성의 정체성은 여

성 주체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며 반사회적 성격이 동반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는 여성 주체는 비난과 억압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

는 자영을 통해 확인된다. 

3. 탈신화화된 모성

지배적 담론은 모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구

성된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신화화된 모성을 제시한다. 또 지배적 담론은 

당위성을 통해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도록 

강제한다. 하지만 “여성 주체는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행위와 이를 

제약하는 구조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형성”50)하게 

된다. 따라서 지배적 담론이 제시한 모성의 정체성은 여성 주체에 따라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탈신화화된 모성이 존재한

다. TV 드라마 <마더>에서 모성의 탈신화화 재현은 아이러니하게도 혜

나의 친모 자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배적 담론은 혈연 관계의 생물

학적인 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영의 모성의 탈신화화는 부

성이 배제된 체, 여성에게 강제한 아동 양육에서 기인한다. 이는 자영의 

서사에서 확인된다. 미혼 상태에서 혜나를 낳은 자영은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혜나 친부의 외면으로 미혼모가 된다. 그런데 친모의 배려로 

50) 박선아, 위의 글,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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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은 모성의 역할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영은 모성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친모의 사망으로 

정서적인 불안정한 상태에서 모성 역할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모성 

수취화 과정을 건너뛴 자영은 모성성을 느끼지 못해 혜나를 돌보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또한 동거남 설악이 혜나에게 저지르는 심각한 학

대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날, 혜나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

리는 끔찍한 학대를 자행한다. 거기에다 자영은 혜나를 납치해서 수진에

게 돈을 요구하자는 설악의 계획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등 비관습적인 모

성을 재현한다. 그리고 자영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이후에

도 설악을 두둔하고 수진이 영신의 자녀임을 폭로하는 등 보편적인 모성

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자영의 서사를 통해 모성의 정

체성이 혈연관계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되지 않으며 섹슈얼리티보

다 우선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아래 자영의 대사는 모성이 자연발

생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9회. 씬24. 놀이터 (낮)

자영 (싸늘해지며) 이해하는 척 하지 말아요. 당신이 뭘 알아요? 쟤는요, 

애기 때 저녁만 되면 울었어요. 울다가 토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젖 

먹이는 것도 너무 힘들구 밤에도 통 잠을 안 자구....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엄

마가 되면 저절로 아이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중략)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알아요? 

(중략) 난 다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

는 것처럼...그냥 나쁜 꿈을 꾸다가 깬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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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영의 대사는 모성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모성

이 여성 주체의 본질이라면 자영의 모성 수행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이를 통해서 모성이 여성 주체의 본질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이

때, 자영의 서사에서 주목할 것은 모성 수취의 과정이 삭제되었다는 점

이다. 드라마에서 자영은 친모의 배려로 모성의 역할에서 제외되고 정

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모성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자영이 자신의 주체를 모성으로 개념화하지 않

으며 의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영이 ‘모성’이라는 보편적 

정서와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 

통해서 자영이 모성이라는 지배적 담론에 포섭되지 않았지만 자유롭지

도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영의 모성

성 수취 거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혜나의 친부에게 있다. 자영은 

혜나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혜나 친부의 도망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마더>의 서사에서도 하위 계급에 속

해 있는 양육자로서의 모성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고 대처해야 할 것

을 언급하고 있다.

7화. 씬21. 신문사 회의실 (낮)

현진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걸보면 역설적으로 어머니들이 겪는스트레스가 상당히 위험

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 ‘맘충’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최하위계층 취급을 받아요. 그런 어머니가 아이들을 상

대로 전권을 휘두르게 되니까... 

부장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위기에 빠진 어머니부터 돌봐야 한다...?(의

견 묻듯 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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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드라마에서 자영은 배척되어야 할 나쁜 엄마로만 묘사될 뿐이

다. 따라서 자영의 모성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고통은 변명으

로 치부되어 조명받지 못한다.51) 그렇다면 “선/악으로 모성을 이분화할 

때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부성이며, 돌범의 사

회적 기능의 미완”52)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영의 모성 수행 거

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배적 담론에 자리한 굳건한 모성의 신화에서 기인한다. 바로 “모

성은 아무런 사회적, 법적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장치”53)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드라마가 

자영의 탈신화화된 모성이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폐하고 ‘헌

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기존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는 점이다. 이때 모성의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재맥락화된다. 결국, 모성의 재맥락화는 가변적인 모성 정체성에서 기인

하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언제나 이미 의미화된 것인 동시에 여러 개의 

맞물린 담론 안에서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의미화되는 것”54)이기 때문이

다. 이는 주인공 수진을 통해서 확인된다.

4. 재맥락화된 모성

드라마 <마더>에서 모성의 재맥락화를 보여주는 수진의 서사는 지배

적 담론이 호명한 모성의 부름을 거부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애초, 수진은 어린 시절에 친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원망과 헌신적 

모성애를 보여준 양모에 대한 미안함으로 모성 되기를 거부하였다. 그런 

수진의 모성 수행 계기는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혜나를 알게 된 

51) 권양현, 위의 글, 544-545쪽 참조.

52) 정혜욱, �문화번역과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적 프레임�, 도서출판3, 2020, 287쪽.

53) 권양현, 위의 글, 184쪽.

54) Butler, Judith., ibid,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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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다. 이를 통해 수진의 모성 수행 계기가 자기동일시를 통해 비롯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모성성 수취의 과정과 확연히 다른 지

점이다. 그러한 수진의 모성 되기는 호명을 통해 시작된다. 수진은 혜나

에게 자신을 엄마로 호명하도록 하는데 “지칭이란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

이면서도 규범을 반복해서 일깨워 주는 행위”55)이다. 따라서 수진은 혜

나의 호명을 통해서 모성이 되어 간다. 이는 아래 대사에서 확인된다.

2회. 씬26. 버스 안 (밤)

수진 (웃는 혜나를 바라보다가) ... ‘엄마’라고 불러봐.

혜나 (놀라 수진을 보는) 선생님이... 엄마예요. 인제?

수진 (조금 당황)... 지금부터 너를 윤복이라고 불러도 갑자기 니가 백 프

로 윤복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조슴씩 조금씩 윤복이가 되겠지? 

아마 나도 갑자기 윤복이 엄마가 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어느 날 너도 윤복이가 되고 나도 

윤복이 엄마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8회. 씬39. 영신 집 정원 (낮)

수진 (잠깐 흔들리다 중심 잡으며).... 내가 윤복이 먹이고, 입히고, 날마

다 안아 재우고.. 윤복인 나 없으면 못 살고, 그리고 난... 내 심장이 

윤복이한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엄마고 쟤가 내 딸인 

건 맞는 거 같은데?

위의 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수진은 엄마와 딸이라는 호명을 통해 모성

의 의미화를 스스로 수취한다. 수진이 모성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장소는 

정애원이다. 정애원은 수진이 어린 시절을 보낸 보육원인데, 정애원의 

55) Butler, Judith, (Bodies that matter :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김윤상,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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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글라라는 수진이 엄마가 됐음을 기뻐하며 축복한다. 이를 통해서 

정애원이 아이가 재탄생하는 엄마의 자궁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글라라가 간직한 수많은 아이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아

기가 엄마의 자궁에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듯이 수진과 혜나는 정애원

을 떠나 모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한다. 그에 따라 수진과 

혜나는 남이섬을 거쳐 영신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수진과 

혜나의 종착지가 영신의 집이라는 점에서 수진의 모성 원형이 신화화된 

모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혜나의 요청으로 수진이 홍희의 이발소

를 이용하게 되면서 수진은 친모인 홍희와 인연을 재개하게 되는데 혜나

는 수진의 닫힌 모성을 푸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홍희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기능한다. 사실, 드라마에서 혜나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

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수진이 희생과 헌신의 모

성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혜나가 있기 때문이다.56) 한 편, 수진은 십 

년 만에 영신을 찾았다가 진홍을 알게 된다. 새를 좋아하는 진홍은 수진

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혜나의 안위를 염려한 수진은 진홍을 외면한다. 

이는 이성(異姓)을 우선시한 자영과 대비를 이룬다. 이를 통해서 지배적 

담론의 구성한 모성의 정체성에 섹슈얼리티가 삭제되어 있음을 또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수진은 영신의 암재발과 혜나의 실체 발각 또 홍

희의 비밀 등을 알게 되면서 모성 수행의 의미화 과정을 심화한다. 또한 

설악과 경찰의 추격도 수진의 모성의 정체성을 의미화하고 심화하는 배

경이 된다. 그런데 수진의 모성 수행은 영신과 홍희를 통해 직접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에 내면화된 모성성을 통해서도 모성의 정

체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마침내, 수진은 드라마 말미에 

아이슬란드 조류학센터 연구소의 연구원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를 포기하

고 혜나를 입양함으로써 비혼임에도 모성의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획득한

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는 모성의 정체성 획득이 사회 ‧법적인 제도를 떠

56) 권양현, 위의 글, 5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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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수진은 시몬드 보부아르가 ‘여자가 된다’고 말한 것처럼 “엄마가 

되나 보다”라고 독백을 하는데, 이는 모성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마침내 모성의 정체성이 “이미 결정되고 완

결된 속성이거나 고유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

변적이고 모순적으로 구성되면서 담론적으로 성립되는 과정 중의 구성

물”57)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수진의 모성 수행이 기존의 모

성 수행을 반복하고 인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혜나 유괴를 통한 

수진의 반사회적인 모성 수행은 홍희의 모성 수행과 닮았으며 갑작스럽

게 모성으로 위치한 것은 영신의 모성 되기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주제 전달의 성공 여부가 개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TV 드라마 <마더>는 수진의 헌신적이고 희

생적인 모성 수행의 개연성을 친모와 양모의 모성 수행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수진이 획득한 모성의 정체성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

대받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법적인 제도 장치의 미비에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희생’과 ‘헌신’의 모성의 정체성이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권력이 모성 정체성 형성에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

체성은 각각의 개인에게 현재 주어진 위치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으

며, 그것은 현재의 주체 형태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통해 그를 사회적 질

서 속으로 통합해 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58) 결국, 드라마는 여성 

주체의 ‘헌신’과 ‘희생’의 모성 수행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혈연 중심의 

모성을 비혼의 비혈연 모성으로 확장하고 모성의 정체성을 재맥락화하는 

데 성공한다. 

57) 조현준, 위의 글, 36쪽.

58) 이진경, 위의 글,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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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고는 지배적 담론이 구성한 모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 이론을 통해 TV 드라마 <마더>의 서사 전략을 분석하고,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모성의 정체성이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먼저, 드라마 분석 결과 <마더>의 서사는 영웅 서사를 차용

하여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헌신’과 ‘희생’의 모성을 수행하는 비혈연관

계의 수진을 ‘선’으로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혈연관계의 친모

인 자영을 ‘악’으로 설정함으로써 ‘헌신’과 ‘희생’으로 수행되는 모성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영신과 홍희를 평면적 인물로 설정하여 기

존의 헌신과 희생적인 모성 서사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희생’과 ‘헌

신’의 모성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수진과 자영을 다면적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모성의 범주를 혈연의 모성에서 비혈연의 모성으로 확장하

였다. 또한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을 강조하였으며 관습화된 이분법적인 시각화를 통해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를 구별하였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는 영신을 통한 비

혈연 관계의 자기희생적이며 헌신적인 모성, 홍희를 통한 혈연관계의 자

기희생적이며 헌신적인 모성, 자영을 통한 거부된 혈연관계의 모성, 수

진을 통한 비혈연 관계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모성을 재현하였다. 

이에 따라 드라마는 비혈연, 비혼의 수진의 모성 수행의 개연성을 확보

하는 동시에 ‘헌신’과 ‘희생’으로 구성된 모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성

공한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의 서사 전략이 모성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모성 이데올로기 심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디스 버

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영신의 신화화된 모성을 확인

하였으며 홍희를 통해 규범적 모성을 확인하였다. 또 자영을 통해서 탈

신화화된 모성을 확인하였고 수진을 통해서 재맥락화된 희생적이고 헌신

적인 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는 비혼의 비혈연 모성이라

는 새로운 모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모성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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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혼을 통한 ‘정상 가족’의 범주에서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불어 혈연관계의 규범적인 홍희의 모성 수행과 비혈연관계의 신화적인 

영신의 모성 수행을 수진이 인용하고 반복하게 함으로써 ‘헌신’과 ‘희생’

의 모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모성이 수

행성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모성의 재맥락화가 혈연 중심의 모성에서 비

혈연, 비혼의 모성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가변적인 

모성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문제는 TV 드라마 <마더>

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법적인 제도 장치와 양육자로서의 부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모성 정체성을 유지

하고 재생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미디어에서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은

폐됨으로써 유지되며 재생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V 드

라마 <마더>가 재현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전통 사회의 가부장 이데올로

기가 구성한 모성 이데올로기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

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의 모성 이데올로기 재현 방식은 정동적 평등

을 요원하게 하는 원인으로 자리한다. “정동적 평등은 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수준의 사랑, 돌봄, 연대를 경험하고 아무도 사랑과 돌봄

을 박탈당하지 않는 상태”59)를 말한다. 정동적 평등을 박탈당하면 정동

적 불평등이 야기된다. 그런데 정동적 불평등은 인간성 상실을 경험하도

록 한다. 이미 여성 주체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간성 상실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따라서 TV 드라마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59) Lynch, Kathleen and other, (Affective equality :love, care and injustice), 강순원,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파주; 한울엠플러스(주), 201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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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Maternal Ideology Reproduced in 

TV Drama <Mother>

- Based on Judith Butler’s Theory of Performance

Yun, Boksil

Judith Butler claimed that subjectivity is organized through the form of 

action and that gender identity is constructed through repetition and citation 

of performance. Butler also argues that gender identity is created by 

discourse of institutional power, not naturally. Thus, this paper analyzed the 

motherhood ideology of TV drama “Mother,” seeing that the identity of 

motherhood is also formed by performance and formed through repetition 

and quotation according to Judith Butler’s theory of ‘performance’.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drama through Seymour Chatman’s theory to see 

how TV dramas deepen their maternal identity composed of devotion and 

sacrif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rama borrowed the hero narrative 

structure and defined the motherhood of devotion and sacrifice as good 

through a dichotomous character setting. The motherhood of devotion and 

sacrifice was consistently reproduced through flat figures, and the 

performance of non-blood-related motherhood was naturalized through 

multi-faceted figures. By controlling the story and time, the drama secured 

the probability of non-blood motherhood carried out with devotion and 

sacrifice. The drama also recreated four types of motherhood through story 

ane discourse. First, the sacrificial and dedicated circular motherho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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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lood ties through the spirit. Second, self-sacrificing motherhood through 

the disconnection of blood ties through Hong-hee. Third, the motherhood of 

rejected blood ties through self-magnetic, the fourth, and the devoted, 

self-sacrificing mother of non-blood relations through Sujin. After analyzing 

this through Judith Butler’s theory of performance, I confirmed the mythical 

motherhood of the spirit, and I confirmed the normative motherhood that the 

ruling discourse called through Hong-hee.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nfirmed the deconstructed motherhood through self-employment, and 

Sujin confirmed that the sacrificial and devoted motherhood had been 

remarried. This confirmed that the traditional maternal ideology, which 

viewed women as potential mothers, was maintained and that the devoted 

and sacrificial maternal love of non-blood relations was reproduced from 

the devoted and sacrificial maternal love centered on blood ties.

Key Words : motherhood, maternal ideology, maternal mythoiogy, 

mother,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