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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드라마 <SKY 캐슬>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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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중심으로 강보라**, 김기덕***

국문초록
본 연구는 jtbc 드라마 <SKY 캐슬>의 주요 인물을 삼원론적 방법으로 분석한 글
이다. 삼원은 변코자하는 힘의 ‘헤테로(Hetero)’, 변치 않고자 하는 힘의 ‘호모
(Homo)’, 올바르게 존재케 하는 힘의 ‘뉴트로(Neutro)’를 의미한다. 여기에 올바르
게 존재케 하는 뉴트로 캐릭터를 돕는 ‘존재 정신’으로서의 뉴토(Neutro) 개념이 하
나 더 있다. 뉴트로가 현실 세계의 뉴트로라면, 뉴토는 존재 세계의 뉴트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크게 헤테로, 호모, 뉴트로로 보아 삼원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삼원
의 개념을 캐릭터 특성에 대입하여 분석한 것이 삼원론적 캐릭터 분석 방법이다.
<SKY 캐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먼저 가족 단위로 분류해보면 한서진 가족,
노승혜 가족, 진진희 가족, 이명주 가족, 김주영 가족을 자녀의 입시 성공을 위해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테로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이수임 가족, 김
혜나 가족은 이들과 반대되는 호모 캐릭터에 해당한다. 캐슬 내 가족들에게 초반에
작용하는 존재 정신으로서의 뉴토는 ‘입시 성공’이다. 이것은 자칫 맹목적 입시 경
쟁이라는 ‘잘못된 뉴토’로 변질될 수도 있고, 배움과 성장이라는 ‘올바른 뉴토’로
정립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인간애 ‧ 가족애라는 뉴트로 가치관은 캐
릭터들이 올바른 뉴토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개별 가족은 그 속에서 다시 각각의 인물을 삼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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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한서진, 입시 성공을 바라지만 가족
해체를 걱정하는 노승혜, 입시 성공과 가족의 화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진진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입시에 성공했지만, 가족이 해체된 이명주, 배움과 성
장의 가치를 알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이수임, 자신의 실패를 다른 어머니
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다 몰락하는 김주영의 가족 구성원을 다시 삼원 캐릭터로 분
류할 수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들 모두는 핵심 사건을 겪으며 반대 캐릭터의 특성을 받아
들여 자신의 캐릭터를 보완하는 ‘각성’과 ‘성숙’을 통해 뉴트로 캐릭터로 전환된다.
<SKY 캐슬>은 20부작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드라마지만, 삼원론적 방법론을
통해 이야기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드라마 SKY 캐슬, 캐릭터 분석, 삼원론, 학생부종합전형, 입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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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jtbc 드라마 <SKY 캐슬>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
지 방송된 20부작의 금토 드라마이다. 첫 회 시청률은 1.7%였지만, 최종
회는 23.7%로 종영하며1) 방송되는 기간 신드롬에 가까운 화제성을 보여
주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 입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와 겹치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진단 및 성찰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2) 관계 부처의 공식 브리핑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3) 드라마
가 종영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는
담론에서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제목이 일종의 고유명사로 사용
되고 있다.
드라마의 제목이면서 주요 배경이 되는 공간인 SKY 캐슬은 서울 근교
자연 친화적인 곳에 들어선 유럽풍의 고급 주택단지로 명문 사립 주남대
학교 교수 가족만 거주할 수 있다. 이곳에 사는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들
은 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 대한민국 상위 0.1% 남편들과 함께 제
자식을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어 한다.4) 이들이 비밀스럽
게 준비하는 대학 입시의 비법과 SKY 캐슬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고
처절한 몸부림의 욕망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시청자들은 SKY
캐슬에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와 동일
한 고민을 발견할 수도 있다.
드라마는 자녀들이 자립형 사립고인 신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
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극에 달한 정도로
1) 닐슨미디어리서치, http://www.nielsenkorea.co.kr/(검색일 2021년 5월 10일).
2) ｢강남 서울대 입학, 강북 21배…‘SKY 캐슬’은 현실이었다.｣, 뺷중앙일보뺸, 2019년 2월
23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393931
3) ｢유은혜 교육부 장관 “SKY 캐슬, 과도하지만 현실 반영”｣, 뺷중앙일보뺸, 2019년 1월 7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268767
4)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 프로그램 정보, https://tv.jtbc.joins.com/plan/pr10010969
(검색일 2021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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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때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다룬다. 이 속에서 몇 등으로 신아
고등학교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입학시험과 일 년에 4번의 정기고사
가 치러진다.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 방법 중 정시가 아닌 수시, 그중에서
도 학생부종합전형5)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신아고등학교에서 일
어나는 모든 일이 대학에 가기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입
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의 역할은 이 전형과 관련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
휘한다.
SKY 캐슬은 ‘하늘 위에 있는 성’이라는 의미로 상류 계급 사회의 구성
원들이 그들만의 벽을 공고히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존재
하는 명문 대학들의 영문 앞글자를 합친 단어와도 동일하다. 이는 SKY
캐슬이 단순히 드라마 속 가상 공간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확장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를 떠올리게 하는 중의적 의미의 장치가 된다. 명
문 대학에 입학하려는 욕망이 가장 잘 발현되는 공간이 바로 SKY 캐슬
이다. 주남대학교라는 가상의 대학이 SKY 캐슬 사람들을 모이게 한 공
통분모이지만, 강준상이 졸업한 학교이자 강예서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는 현존하는 서울의대이다.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드라마에 몰입하던 시청자도 드라마가 끝
나면 현실로 돌아와 쇼핑몰에서 ‘예서 책상’의 가격을 검색하고, 사교육
업체에 ‘입시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 여부를 문의한다. SKY 캐슬 인물
의 감정선을 따라 동요하다가 노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계급의 차이를 직

5) 학생부종합전형은 2010년 교육부가 국정과정의 하나로 자율화와 다양화된 교육 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전격 도입한 제도로 점수 위주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학
생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비롯해 문제해결
력, 창의력, 리더십 등을 평가의 주요 요소로 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교 내신, 학생
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정과 결과, 지원동
기, 인성, 관심영역, 노력과 열정 등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
하는 전형이며, 실행과정에서 교사별로 편차가 심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영향을 받
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교육부, 행복한교육 4월호, 2018, http://happyedu.moe.
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do?bbsId=BBSMSTR_000000000192&nt
tId=8266 참고(검색일 2021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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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절망한다. 자녀들을 병들게 만드는 교육과 입시에 분노하다가도
내 자녀의 결과만 좋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움의 경
험을 가진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학교에 다니며 입시에 아파했던 경
험을 공유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전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드라마 <SKY 캐슬>은 풍자를 통한 웃음 유발을 바탕으로 범죄를 추
적하는 재미를 녹였다. 즉 작품 자체만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캐릭터들의 열연과 범죄추적 스토리텔링이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을 극복
하게 하면서 드라마의 메시지를 실감케 해주었다. 드라마 속 이야기에 빠
져 SKY 캐슬의 인물을 만나는 것과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고 현실 공간에
서 사유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며 ‘통증을 동반한 웃음’을 경험한다.
jtbc 드라마 <SKY 캐슬>을 연구한 논문은 현재까지 여섯 편 정도 나
왔다. 먼저 정민승은 후기구조주의의 렌즈인 들뢰즈의 영토화 개념을 통
해 <SKY 캐슬> 주요 인물들의 욕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교육과 입시 문
제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를 촉구하였다.6) 남미자 외는 교육열 담론을 분
석해 내재한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시험 만능주의와 공
정성 이데올로기, 가족주의와 모성 이데올로기를 추출하고, 교육의 본디
의미와 목적을 상기시켰다.7) 한귀은은 징후 독해를 통해 <SKY 캐슬>의
주요 인물의 욕망을 분석하였다. 드라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텍스트
지만, 한서진과 강준상은 상징계적 욕망을 추구하는 신경증적인 주체의
환유로, 김주영은 도착증을 통해 상징계 욕망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서사
임을 제시하였다.8)
6) 정민승, ｢스카이캐슬 읽기:입시 정체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 뺷교육비평뺸 제
43호, 교육비평, 2019, 182-183쪽.
7) 남미자 외,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再考): 드라마 <SKY 캐
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뺷교육사회학연구뺸 제29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9, 131쪽.
8) 한귀은, ｢TV드라마 <SKY 캐슬>에 나타난 욕망 ‧ 응시 ‧ 주체화｣, 뺷국어교육뺸 제165권,
한국어교육학회, 2019,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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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숙은 텍스트에 관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기법으로 수용자 반응
을 분석한 후 사회적으로 확장된 정신분석이론을 참고하여 가족 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최신 자녀교육 관련 담론을 살펴보았다.9) 김
진영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욕망이 중개자
를 매개로 생겨난다는 점을 밝히고, 교육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
용되고 있음을 분석하며 한국 교육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0)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입시 문제를 소재로 삼은 드라마이기에 사회적
인 현실과 연관되어 상담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먼저 주목하여 연구하였
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
구한 논문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요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창작을 위한 방법론 구축
이 절실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11) 콘텐츠 캐릭터 분석으로 에니어그램, MBTI, 캐릭터 호(arhc)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완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2) 본고에서는 그동안 추구해온 삼원
론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 캐릭터 분석과 드라마의 전체 구성, 핵심
메시지 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9) 안명숙, ｢가족 위기 드라마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연구 – TV드라마 <스카이캐슬> 텍스
트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뺷문학치료연구뺸 제56집, 한국문학치료학
회, 2020, 209쪽.
10) 김진영,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타난 교육사회적 욕망의 구조: 르네 지라르의 욕망
의 삼각형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57-58쪽.
11) 안숭범, ｢한류 스토리콘텐츠의 캐릭터 유형 및 동기화 이론 연구 – 한류 3.0 시대를 견
인할 스토리 기획 ‧ 창작 모델 개발｣, 뺷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8, 2쪽.
12) 최근에는 통합/비통합, 성격 내 건강도, 본능적 변형, 날개 유형 등의 요소를 활용해
캐릭터의 성격 변화를 보다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 MBTI 방식보다 에니어그램을 활용
한 연구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김의준,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
족을 통해 본 인물의 성격 유형과 캐릭터 아크 라이(LIE)의 상호 연관성 연구｣, 뺷영상
기술연구뺸 제34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2020,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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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삼원의 개념과 <SKY 캐슬> 전체 가족의 기본 삼원 분류
1. 삼원의 개념과 삼원 캐릭터 배정 원칙
삼원이란 헤테로(Hetero), 호모(Homo), 뉴트로(Neutro)의 세 가지
근본적인 힘을 뜻한다. 변코자하는 힘의 ‘헤테로’, 변치 않고자 하는 힘의
‘호모’, 인간을 올바르게 존재케 하는 힘의 ‘뉴트로’가 그것이다. 이러한
삼원의 개념을 캐릭터 특성에 대입하여 분석한 것이 삼원론적 캐릭터 분
석방법이다. 한편 올바르게 존재케하는 뉴트로 캐릭터를 돕는 ‘(인간을
올바르게 존재케 도와주는) 존재정신’으로서의 뉴토(Neuto)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다. 뉴토는 제로세계의 뉴트로라고 할 수 있다. 뉴토 캐릭터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뉴트로 캐릭터로 변화하는 것을 돕는 일종의 현로(賢
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삼원의 개념과 그것을 적용한 캐릭터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3)
<표 1> 삼원의 개념 및 삼원 캐릭터 특성
삼원 용어

헤테로

호모

뉴트로

뉴토

영어 표기

Hetero

Homo

Neutro

Neuto

기본 개념

변코자 하는 힘

변치 않고자
하는 힘

존재케 하는 힘
<현실세계의
뉴트로>

존재정신
<제로세계의
뉴트로>

조화, 중화,
연결자, 조정자,
질서화, 융통성,
균형, 공공성,
도덕성

은자(隱者), 도사,
마법사, 선지자,
예언자, 스승,
선배, 교훈,
주제가

캐릭터
특성

음(陰)의 요소,
양(陽)의 요소,
새로움, 적극적,
소극적, 정적,
활동적, 신속,
느림, 사려깊음,
즉흥적, 산만함, 질서의식, 논리성,
무작위적, 무질서,
고집, 회고적,
다양성
유사성,

13) 삼원론 및 삼원캐릭터 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다음의 글을 좀 더 참고할 수 있
다. 김기덕, ｢삼원론을 활용한 캐릭터분석-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중심으
로｣, 뺷인문콘텐츠뺸 제2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73-82쪽; 김기덕 ‧ 김설아, ｢빅토
르 위고의 뺷노트르담 드 파리뺸 OSMU 연구: 캐릭터의 변화를 중심으로｣, 뺷영상문화뺸
제34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19, 8-11쪽; 강보라 ‧ 김기덕, ｢SBS 드라마 <녹두꽃> 캐
릭터 분석｣, 뺷영상문화뺸 제37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20, 265-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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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성격에 비추어 캐릭터를 삼원으로 분류하되, 삼원캐릭터 방법론
에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삼원캐릭터분석은 주캐릭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보조캐릭터는 주캐릭터의 성격을 도드라지게 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삼원분석에 넣지 않는다.
둘째, 원칙적으로 모든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헤테로 캐릭터와 호모
캐릭터는 처음부터 반드시 존재한다. 두 캐릭터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헤테로 캐릭터와 호모 캐릭터가 한 명이 아
니라 복수로 나올 수도 있다.
호모 캐릭터와 헤테로 캐릭터 배정은 위의 <표1>과 같이 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좀더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로드
라마의 경우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 한쌍을 호모와 헤테로캐릭터로 배정
하면 된다. 정의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범죄인물[집단]과 정의구현인물
[집단]을 헤테로와 호모 캐릭터로 배정하면 된다.14)
셋째, 뉴토 캐릭터가 없는 작품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토 캐릭
터가 있어야 묘미가 있다. 그것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호모 또는 헤테로
캐릭터였다가 뉴트로 캐릭터로 변화하는 데에 있어 뉴토 캐릭터의 도움
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원캐릭터 방법론에서는 위의 <표 1>
에서 보여주듯이 뉴토가 반드시 인물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 가치관, 노
래[주제가]가 될 수도 있다.15)
그런데 뉴토에서 유의할 점은 잘못된 뉴토도 있다는 점이다. 즉 등장
인물이 영웅시하고 본받고자 하는 인물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뒤에 언급되겠지만 SKY캐슬 가족 특히 대표적으로 한서진
의 경우 코디네이터 김주영이 뉴토로 작용한다. 이 경우 김주영이라는
뉴토는 (세상을 올바르게 존재케하는) 존재정신으로서의 올바른 뉴토가
14) 이 점에 대해서는 베트맨과 어벤저스를 분석한 후고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15) <겨울왕국>에서 ‘렛잇고(Let it go)’, <세얼간이>에서 ’알이즈웰(All is well)‘은 모두
주인공들이 뉴트로 캐릭터로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주제가]로써, 존재정신으로서
의 뉴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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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잘못된 뉴토이다. 어떤 인물이 잘못된 뉴토를 갖게 되면 그 인물
은 파멸한다.16)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뉴토를 ①올바른 뉴토 ②
잘못된 뉴토 ③불안한 뉴토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점은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넷째, 뉴트로 캐릭터는 대부분 절정 단계에 해당하는 클라이맥스
(climax)에서 구현된다. 삼원 캐릭터 방법론에서는 먼저 뉴트로 가치관
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트로 가치관이란 그 작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뉴트로 가치관을 구현하면 호
모 혹은 헤테로 캐릭터였던 주인공은 뉴트로 캐릭터를 획득하는 것이다.
모든 문학작품이나 영화는 마지막에 뉴트로 캐릭터를 창출하여 교훈
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뉴트로 캐릭터 창출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대부분 적용된다.
<표 2> 뉴트로(Ne)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
He 캐릭터

Ho 특성 보완

Ne 캐릭터 구현

Ho 캐릭터

He 특성 보완

Ne 캐릭터 구현

※ 반대의 특성
보완이 Ne 구현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 클라이막스에서
제시되는 Ne 캐릭터
구현의 핵심 키워드가
작품의 주제이다.

16) 강보라 ‧ 김기덕, 앞의 글, SBS 드라마 <녹두꽃>의 주요 인물인 송자인, 백이현, 백이강
을 분석한 결과 송자인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최덕기를 뉴토로 삼아 뉴트로 가치관인
자주를 구현한다. 백이현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다수의 농민군을 뉴토로 삼아 뉴트
로 가치관인 평등을 획득한다. 그러나 백이강은 개화파 박영효에서 일본군으로 뉴토를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뉴토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박애(인간애)라는 뉴트로 가
치관을 형상화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동학농민운동이 미완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이것이 아
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사유하도록 한다. 강보라 ‧ 김기덕, 앞의 책, 286-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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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부분의 작품은 마지막에 뉴트로 캐릭터가 창출된다. 따라서
삼원캐릭터방법론에서는 필요시 전반-중반-종반의 시간적 변화를 적용
하여 분석한다.
이상의 삼원 캐릭터 분석 원칙은 다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될 것
이다.

2. 전체 가족의 기본 삼원 분류
SKY 캐슬의 가족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특히 자녀 양육 및
입시 문제에 어머니들은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가족의
대표를 어머니로 삼고, 삼원의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족 단위의 분류는 기본 설정을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캐릭터의 특성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서진 가족은 크게 보
아 헤테로 가족이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 한서진과 첫째딸 강예서는 헤
테로 캐릭터, 아버지 강준상과 둘째딸 강예빈은 호모 캐릭터로 다시 분
류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개별 가족을 분석할 때에 자
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본 드라마의 전체 구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 단위로
삼원분류하고 그 변화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한서진 가족
한서진 가족은 SKY 캐슬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극의
종반부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입시 성공을 위해 몰입하며 갈등의 긴장을
유지한다. 변화를 향하는 힘이 강한 한서진 가족은 헤테로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에만 지나치
게 몰입하고, 입시 위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이 재편되면서 가
족애를 위협받는다. 한서진 가족을 헤테로 가족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 단위의 대표 속성을 고려한 기본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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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승혜 가족
노승혜 가족도 헤테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SKY 캐슬에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며
그 과정에서 가족애를 위협받는다.
3) 진진희 가족
진진희 가족도 헤테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진희 가족은 한서
진 가족을 롤모델로 삼아 따라하기 바쁘다. 진진희는 한서진, 진진희의
남편은 한서진의 남편, 진진희의 아들은 한서진의 딸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4) 이명주 가족
이명주 가족도 헤테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서진 가족이 이명
주 가족을 롤모델로 삼았다. 이명주 가족은 외아들의 입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입했지만, 결국 가족이 해체된다.
5) 이수임 가족
이수임 가족은 SKY 캐슬에 원래 거주했던 가족들과 다른 가치관을 추
구하기에 대립하는 관계에 놓인다. 크게 보아 본 드라마에서는 수단 방
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성공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가족은 헤테로 가족으
로 설정하고, 그에 반해 원칙과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수임 가족은 호모 가족으로 분류하여 대립적으로 설정하였다.17) SKY 캐
슬의 이명주 가족의 자리를 대신 채우며 들어와 캐슬의 주민이 되었지만,
다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부모의 지위
와 명예를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과 독서가 가까운 가정 환경
17) 이수임 가족의 경우 처음부터 뉴트로 가치관에 가까우나 아직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헤
테로 가족과 대립되는 호모 가족으로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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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주며, 부모는 자녀와 많은 대화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드라마
중반부터 헤테로 가족 중에서 이수임 가족의 태도, 특히 이수임의 사고
방식과 행동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 경우 이수임은 그들에게
는 올바른 뉴토로 작용한다.
6) 김주영 가족
김주영 가족은 SKY 캐슬의 대부분 가족처럼 헤테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녀의 입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입하다
가 가족이 해체된다. 김주영 가족은 자신이 경험한 파국을 SKY 캐슬 내
다른 가족들에게 전파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입시성공만을 생각하는 가족이나 인물에게는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뉴토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잘못된 뉴토라고 할 수 있다.
7) 김혜나 가족
김혜나 가족은 김혜나의 아버지(실제로는 한서진 남편 강준상)가 부재
하고 어머니 김은혜는 병으로 거의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서진 가족과 대립하는 호모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가족에 비
해 비중이 적은 편이며, 가족 전체 보다는 김혜나 단독 인물로 활약한다.
이상의 분석을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뉴트로 구현은
종반 클라이맥스에서 구현된다. 이 때 뉴트로 가치관은 가족애 ‧ 인간애
가 되며, 김주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SKY 캐슬 가족이 뉴트
로 가치관을 획득하면서 전부가 뉴토로 가족[캐릭터]이 된다. 그리고 이
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키워드는 부모들의 ‘각성’과 ‘성숙’이다. 이것
이 작품의 주제와 연관되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18)

18) 유현미, 뺷SKY 캐슬 1뺸, 위즈덤하우스, 2019, 7쪽. [작가의 말] 몇 년 전, 제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며 생사를 넘나들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감히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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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KY 캐슬 가족의 기본 설정
헤테로(He)

한서진 가족

○

노승혜 가족

○

진진희 가족

○

이명주 가족

○

호모(Ho)

이수임 가족

○

김주영 가족

○

김혜나 가족

뉴트로(Ne)

초 ‧ 중반 부재(不在)
→ 종반에
SKY 캐슬
가족 전체가 뉴토 캐릭터의
도움을 받아 뉴트로 구현

○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이수임 가족

(불안한)No
입시 성공

초 ‧ 중반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He
한서진 가족
노승혜 가족
진진희 가족
이명주 가족

각 가정 內 갈등 격화

<그림 1> 초･중반 전체 가족의 기본 삼원 분류

려놓자는 두데로 드라마를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자식에 대한 욕심
을 버리지 못해 몸부림치는 세월을 겪은 학부모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처음 기획할
때부터 ‘SKY 캐슬’은 부모들의 각성과 성숙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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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이수임 가족

경쟁적 ‧ 목표
지향적 가족에
적극 대응하며
잘못된 No를
문제 삼음

He

종반

Ne
(인간애 ‧ 가족애)
획득

He
한서진 가족
노승혜 가족
진진희 가족
이명주 가족

Ho

잘못된 No를
배격하고
올바른 No를
받아들임

스카이 캐슬 전체 가족 및
각 가정 內 평화 획득19)

<그림 2> 종반 전체 가족의 기본 삼원 분류와 변화 양상

본 드라마를 가족 중심으로 분석하여 전체상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모든 가족은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
에 입학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입시 성공은 중요한 뉴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시 성공의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는 방향으로 간다면 잘못된 목표 설정이 된다는 점에서, 입시 성공을 불
안한 뉴토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뉴토가 곧바로 이수임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에게는 맹목적 입시경쟁이라는 잘못된 뉴토로 작용하
였고, 특히 한서진 가족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이 잘못된 뉴토로 등장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김주영이라는 잘못된 뉴토
를 선망하게 된다. 반면 이수임 가족은 입시 성공을 자녀들의 배움과 성
장이라는 올바른 뉴토로 설정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초 ‧ 중반
흐름까지는 모든 가족은 인간애 ‧ 가족애라는 뉴트로 가치관을 획득하지
19) 유현미, 2019a, 위의 책, 7쪽. [작가의 말] 부모들의 각성과 성숙을 통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가족과 캐슬 내에 평화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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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각 가정 내 갈등이 격화된다.20)
종반에 가면 김혜나의 죽음과 김주영의 음모를 해결하면서 모든 가족
은 인간애 ‧ 가족애라는 뉴트로 가치관을 획득하면서 전체가 뉴트로 캐릭
터로 전환된다. 이 때 변화의 핵심 키워드(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작품
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는 각성과 성숙이다. 한서진 가
족을 중심으로 한 헤테로 가족들의 각성과 성숙은 자녀들의 배움과 성장
이라는 올바른 뉴토를 받아들이면서, 맹목적 입시경쟁이라는 목표를 버
리고 김주영의 음모를 고발하면서(호모 특성 보완) 진정한 인간애 ‧ 가족
애(뉴트로 가치관)를 공유한다. 이수임 가족은 아들의 누명을 벗고자 시
작한 것이지만, 김혜나 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한서진과 강예서를 지속적
으로 설득함으로써(헤테로 특성 보완)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SKY 캐슬 전체 가족의 인간애 ‧ 가족애를 구현한다.21)
다음 장에서는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를 통해 전반적인 스토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I.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SKY 캐슬의 가족은 어머니 캐릭터가 중심이기에 가족을 대표하는 이
름을 어머니 캐릭터로 지정하였다. 드라마의 초반, 중반, 종반에 벌어지
는 중심 사건에 따라 삼원으로 분류한 캐릭터는 반대 캐릭터의 특성을 획
득하여 최종적으로 드라마의 주제와 맞닿아있는 뉴트로 캐릭터로 성장한
다.22) 캐슬 내 가족들이 구현하는 뉴트로는 인간애 ‧ 가족애이며, 이는
20) 물론 이수임 가족은 올바른 뉴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갈등이 가장 약한 편이
다. 사견이지만 본 드라마에서 이수임 가족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설정한 것이 자칫
드라마의 현실성을 약회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1) 이수임 가족의 경우, 각성과 성숙의 주요 내용이 다소 강력하지 못한 것은 앞 주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수임 가족의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뉴트로 캐릭터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2) 앞서 설명한 <표 2> 뉴트로(Ne) 캐릭터 구현 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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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연대를 바탕으로 화합과 평화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한서진 가족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어머니 像
한서진 가족의 핵심 캐릭터인 한서진은 다음에 보듯이 대표적인 헤테
로 특성의 캐릭터이다.
…(중략)… 두 딸의 학습 매니저로, 단 한번도 전교 일등을 놓친 적 없는 딸
을 키워낸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프로 주부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결혼생
활을 위해 남편에게 져주는 용의주도함마저 갖춘 철두철미한 전략가이다.
그 옛날, 다른 여자로부터 남편을 가로챘듯이,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
던 시어머니를 끝내 굴복시켜 결혼에 골인했듯이, 그리고 아무도 몰래 ‘곽미
향’이란 본명을 숨겨왔듯이.23)

한서진은 곽미향으로 살았던 시절을 삭제하고, 시드니 모기지 전문 뱅
크 은행장인 아버지와 명문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열한 살에
호주로 이민, 시드니 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낸다. 한
서진에게 큰 딸 강예서의 입시 성공은 단순히 자녀가 자신의 꿈에 한 발자
국 더 가까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안에서 삼 대째 의사를 배출
했다는 과업을 달성해야 시어머니 윤여사에게 비로소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윤여사의 전화 한 통에 무기력하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은 자신의 분신인 큰 딸 강예서를 시어머니가 강준상에게 했던 방식대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그림 3> 한서진은 강예서의 서울 의대
입학 성공으로 시어머니 윤여사의 인정을 받으면, 남편인 강준상도 자신
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입시 성
공은 가족애를 완성시키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입시 코디네이
23) 유현미, 2019a, 앞의 책, 8쪽. [주요 등장인물] 한서진(전직 교사 출신 전업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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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역시 시어머니 윤여사 말대로 자신이 마치 ‘참고서처럼 쓰다 버릴 수단’
으로 삼아 휘두를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림 4> 변코자 하는 힘이 강력한
헤테로 캐릭터의 중심에 선 한서진은 네 살 때부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입시 플랜을 따라 달려온 강예서와 한몸이 되었다. 이에 반해 한
서진의 남편인 강준상은 강예서의 입시에 대해 겉으로는 무관심한 편이
다. 그는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몰두하며, 한서진에게 모
든 자녀 문제를 맡긴다. 항상 본심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모
캐릭터이다. 작은 딸 강예빈은 언니 강예서와 다르게 SKY 캐슬에서 벌어
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해 불만을 품는 반항아 이미지라는 점에서 역
시 강예서와 반대되는 호모 캐릭터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3> [제3화] 시어머니의 억압에
고민하는 한서진

<그림 4> [제4화] 김주영의 승낙을
얻은 한서진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불안한)No
입시 성공

Ho24)
강준상
강예빈

초반

He25)
한서진
강예서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그림 5> 초반 한서진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118

문화콘텐츠연구 제22호

‘입시 성공’에 몰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가치는 아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일단 불안한 뉴토로
표현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해두고,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면 올
바른 뉴토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입시 성공’이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
을 동반한 경우 그것은 잘못된 뉴토로 작용한다. 한서진 가족은 강예서
의 서울 의대 합격을 위해 김주영 입시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
한다. 한서진은 자신이 충분히 김주영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만, 김주영은 ‘입시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서진 가족 모두를 지
옥으로 떨어뜨린다. 강예서는 매일 명상실에서 김주영의 세뇌를 받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잃고 김주영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 <그림 6>
게다가 한서진은 김주영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울면서 강준상을 설득
한다. <그림 7> 맹목적 입시 경쟁의 잘못된 뉴토는 김주영 캐릭터로 형
상화되고, 잘못된 뉴토의 손 아귀에서 한서진 가족은 화합과 평화를 달

<그림 6> [제13화] 매일 명상실에서
김주영의 세뇌를 받는 강예서

<그림 7> [제18화] 김주영을 보호하기
위해 강준상을 설득하는 한서진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24) 위의 책, 16쪽. [주요 등장인물] 강준상(한서진의 남편, 주남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강준상은 금수저 출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신은 늘 옳다는 자만심, 자부심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하나하나 황치영과 비교하며 난생처음 질투와 시기심을 춤기 시작한 그
는 급기야 황치영이 척추 센터장이 되고 자신의 딸 예서와 우주가 사사건건 맞붙자 딸
예서의 성적에 예민해지기 시작한다. 17쪽. 강예빈(한서진과 강준상의 둘째 딸, 중학
생) 강예빈은 성취욕보다는 반골기질이 앞서며 어른들 말씀에는 무조건 “왜요?” 토부
터 달고 보는 반항아다. 남다른 개성에 창의력도 뛰어나지만 잘난 척 대마왕 언니 때문
에 늘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중이다.
25) 위의 책, 13쪽. [주요 등장인물] 강예서(한서진과 강준상의 큰 딸, 신아고 학생). 강예
서는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와 엄마의 야망을 유전자로 받아 공부에 있어서는 항상 에
너지가 넘치는 우등생. 일등을 하지 못하면, 잠도 잘 못 자는 근성의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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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지 못한 채 갈등만 심화된다.

(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Ho26)
강준상
강예빈

중반

He27)
한서진
강예서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심화

<그림 8> 중반 한서진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종반에 오면 잘못된 뉴토인 맹목적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게 된 한서진
가족은 올바른 뉴토로 인간애 ‧ 가족애를 추구한다. 자녀의 입시 성공보
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한서진은 김주영의 잘못을 공론화하고,
이수임 가족을 찾아가 먼저 우주의 누명을 벗기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
며 용서를 빈다. <그림 9> 강예서 역시 자신이 아끼는 친구 황우주를 위
26) 본 드라마는 실제 영상에 따른 대본집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영상 인용을 정확하게 대
본집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위의 책, 31-32쪽. [제1화] 강준상과 강예빈은 한서진이
입으라는 옷 대신 일상복을 입고 이명주 가족을 위한 파티에 참석한다. 진진희는 이를
보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또 삐딱선 타셨네, 저 반골 기질을 어뜩함 좋아?’라고
말한다. 강준상은 이명주의 파티에서도 항상 마지못해 행동에 동조한다. 60쪽. [제1화]
강예빈은 SKY 캐슬이 세상에서 젤 병신같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27) 위의 책, 363쪽. [제8화] 한서진은 강준상에게 ‘집 한 채 값을 윤여사에게 받아 김주영
에게 썼다. 학종시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요!! 확신에
차서 당신은 신문도 안 봐요?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명문대 보내려고 다들 미쳐 날뛰는
판에, 없는 사람들도 빚까지 내서 첨삭, 대필, 컨설팅까지 다 받는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진 우리가 왜 안해야 돼요? 왜???’라고 말한다. 161쪽. [제3화] 강예서는 <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자뻑이 결코 나쁜 게 아니란 것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
를 극복하고 싶다는 상승 욕구가 생겼다고 발표한다.

120

문화콘텐츠연구 제22호

해서 내 것만 찾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헤테로 캐릭터
로 입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서진과
강예서는 비로소 원칙과 질서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강준상은 김
혜나가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강예빈에게 전해 들은 후, 어머니 윤
여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살았던 지난 오십년의 세월을 뼈저리게 반성한
다. 처음 김혜나의 납골당에는 강예빈 사진만 들어있었고, 그를 진심으
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가족 구성원 또한 강예빈 뿐이었다. 그러나 한
서진 가족이 맹목적 입시 경쟁을 버리고, 인간애 ‧ 가족애의 가치를 추구
하게 된 이후 모든 가족구성원은 김혜나에게 가했던 폭력의 시간을 뉘우
치고, 그를 진정 한서진의 가족으로 품는다. <그림 10>

<그림 9> [제19화] 이수임 가족에게
잘못을 비는 한서진 부부

<그림 10> [제20화] 김혜나의 납골당에
한서진 가족 사진을 넣음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강준상
강예빈

He28)
순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남

He
한서진
강예서

종반

Ne30)
(인간애 ‧ 가족애)
획득

Ho29)
원칙과 질서를
깨달음

<그림 11> 종반 한서진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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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진 가족에서 특히 핵심인물인 한서진을 좀 더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서진 가족의 중심 캐릭터인 한서진이 헤테로 캐릭터에서 호모 캐릭터
의 특성을 획득하게 되는 핵심 사건은 김주영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한서진은 김주영이 김혜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강예서의 입
시 성공을 위해 입을 다문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
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한서진은 이수임과 초반부터 끝까지
대척하며, 불안한 뉴토에서 잘못된 뉴토로 끌려간다. 한서진은 자신의
과거가 곽미향이라는 것, 강예빈이 학업 스트레스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 김주영이 강예서의 입시 성공을 위해 다소 부정한 방법을 선
택한다는 것은 모두 이수임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다.
맹목적 입시 경쟁을 형상화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을 뉴토로 삼아
큰 딸 강예서의 서울의대 합격만을 목표로 달려나가던 헤테로 캐릭터의
한서진은 김주영을 경찰에 신고하는 핵심 사건을 겪으며 호모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한다. 핵심 사건을 겪으며 한서진은 각성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인간애 ‧ 가족애의 가치관을 담은 뉴트로 캐릭터를 구현한다.

28) 유현미, 뺷SKY 캐슬 2뺸, 위즈덤하우스, 2019, 366-367쪽. [제18화] 강준상은 김혜나의
죽음 이후 병원장이 되려는 목표는 부질없게 되었다. 어머니 윤여사에게 우리가 여태
잘못 살았다며 주남대에 사표를 쓴다고 선언한다. 388쪽. 강예빈은 한서진에게 시험
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도 유출된 시험지로 백점을 맞을거라고 말한다.
29) 위의 책, 393-394쪽. [제19화] 한서진과 강예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잘못을 고백
한다. 한서진은 자신의 욕심으로 입시 코디네이터를 들였고, 강예서는 한서진이 관두
자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다. 둘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이
모습을 강예빈이 열린 방문 사이로 목격하며 감동한다.
30) 위의 책, 409쪽. [제19화] 강준상은 한서진이 우주가 집에 왔다고 알리자 자신의 잘못
도 크다며 앞장서 집을 나선다. 한서진은 그런 강준상이 고맙고 미더운 심정이다. 415
쪽. [제19화] 검정고시 봐서 내년에 정시로 대학에 가겠다는 강예서의 이야기를 듣고
강진상은 (예서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떳떳하게, 니 실력으로 가는게 좋지! 우리, 서
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하자. 응?’이라고 말한다. 437쪽. [제20화] 한서진은 진진
희에게 ‘자긴 솔직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 잘하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수한이가 우선이
었어도 우주 생각해서 못 견뎠을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하기. 내가 그걸 젤 못하잖아’라
고 말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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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서진의 뉴트로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인간애 ‧
가족애

↓
He 캐릭터
입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

Ho 특성 보완
각성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원칙과 질서를
깨달음

(올바른)No
이수임31)

Ho
한서진

(불안한)No
입시 성공

→

Ne 캐릭터 구현
인간애 ‧ 가족애
획득

(잘못된)No
김주영

김주영을 경찰에 신고함.

He
한서진

각성과 성숙

Ne
한서진

<그림 12> 한서진 개인의 궤적 삼원 분류

31) 한서진의 올바른 뉴토에는 이수임과 더불어 변화한 강준상과 강예빈이 작용한다. 한서
진 얼굴 클로즈업과 강준상, 강예빈의 대사가 플래시백으로 표현된 장치들은 직진하는
한서진의 마음에 일종의 제동을 건다. 위의 책, 380쪽. [제19화] 강준상 ‘우주 인생, 생
각해봐. 걔 그렇게 망쳐놓고 우리 예서가 설령 서울의댈 간대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애?’. 387쪽 강예빈 ‘뭐하러 공부하냐고? 빼돌린 시험지로 백점 맞음 되는데!’와
같은 대사는 한서진의 머릿속을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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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승혜 가족 : 입시 성공을 바라지만, 가족 해체를 걱정하는 어머니 像
노승혜 가족의 중심 캐릭터인 노승혜는 드라마의 초반에는 가정 내에
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호모 캐릭터로 나타난다. 다음은 노승혜 캐릭터
에 대한 설명이다.
…(중략)… 모던한 칼라의 블라우스에 바람에 흩날리는 하늘하늘한 롱스커
트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감추고 있는 여자다. 육군참모총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지낸 아버지 밑에서 수건 한 장도 각 잡아 걸어야 했던 생활에
순응하며 살았던 ‘얌전한’ 모범생이었다. 때문에 다혈질인 아버지 밑에서 얌
전히, 순종적으로, 튀지 않고 살아온 그녀의 내면 깊숙이 용암이 들끓는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일탈, 모험, 자유, 도전, 도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
이 벌렁벌렁, 당장이라도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고픈 욕망을 눌러 참아왔다
는 것 역시 아무도 모른다. …(중략)…32)

차민혁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항하며 입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승혜와 그의 쌍둥이 아들 차서준, 차
기준은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부족
하다. 또한 차민혁은 한서진과 노승혜를 비교하며 적극적으로 자녀의 입
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채근한다. 아들을 서울의대에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합격시킨 이명주의 입시 코디네이터 정보를 그와 주거래은행이
같은 한서진에게 빼앗기지만, 차민혁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똑같은
초대장을 구해 노승혜에게 가져다준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
내며 입시 코디네이터 선택을 조종한다. 사실상 노승혜는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차민혁에게 휘둘린다. 노승혜는 차민혁이
없는 틈을 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피라미드
방을 부수고, <그림 13> 해방감을 느끼지만 <그림 14>, 돌아온 차민혁은
32) 유현미, 2019a, 앞의 책, 11쪽. [주요 등장인물] 노승혜(박사 과정 수료한 전업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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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견고한 피라미드 방을 다시 만든다. 노승혜 역시 누구보다 자녀의
입시 성공을 바라고, 자신의 대학원 공부까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포기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민혁의 뜻을 따를수록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
을 목격하게 되고, 아버지로서 차민혁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게 될
까봐 걱정한다. 입시 성공이라는 불안한 뉴토 아래에서 인간애 ‧ 가족애
의 뉴트로 가치관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그림 13> [제5화] 피라미드방을
부수는 노승혜

<그림 14> [제5화] 피라미드 방을 부수고
해방감을 느끼는 노승혜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불안한)No
입시 성공

Ho33)
노승혜
차서준/차기준

초반

He34)
차민혁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그림 15> 초반 노승혜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33) 위의 책, 18쪽. [주요 등장인물] 차서준(노승혜와 차민혁의 쌍둥이 첫째, 신아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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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대항하던 노승혜는 큰 딸 차세리가 사실은 하버드에 합격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변화를 겪는다. 맹목적 입시 경쟁
이 잘못된 뉴토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자녀를 망쳐버렸다는 죄책감
까지 갖는다.<그림 16> 이 때부터 노승혜는 폭력적인 입시 경쟁으로 자
녀들을 내모는 차민혁과 확실하게 다른 뉴토를 추구하게 된다. 노승혜가
아무리 자녀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차민혁과 공
동의 뉴토를 공유하지 않는 한 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노승혜가 차세리
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응원하려고 해도 차민혁의
뜻을 굽히게 만들 수 없다. 그는 차세리가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다른
캐슬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할 수 없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차민혁은 차세리와 같은 실패를 반복
하지 않으려면 쌍둥이 아들들을 더욱 조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두 개로 갈라진 뉴토는 부부의 갈등을 최고조로 치닫게 만들며, 결국 이
들은 가족 해체 위기에 직면한다.<그림 17>

차서준은 성격이 순한 여자애 같아 싸우는 거 싫어하고 경쟁하는 건 더더욱 싫어한다.
… 우유부단하고 답답하다는 아빠의 질책에 늘 주눅 들어 있지만, 신중하고 사려 깊은
거라며 편들어주는 엄마와는 각별한 사이이다. 차기준(노승혜와 차민혁의 쌍둥이 중
둘째, 신아고 학생). 차기준은 시크하고 마초적이며, 성격 또한 무지 차갑다. 아빠를
닮아 지고는 못 사는 근성을 지녔으며, 승부욕이 남다르다. 순종적인 형과는 달리 반항
기가 있어 아빠한테 수시로 욱하지만 일단은 참고 있다. 차서준과 차기준은 쌍둥이지
만, 성향은 정 반대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둘은 다시 차서준을 호모, 차기준을
헤테로 캐릭터로 나눌 수 있지만, 노승혜의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차민혁과 반대되는
호모 캐릭터인 노승혜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4) 위의 책, 16-17쪽. [주요 등장인물] 차민혁(노승혜의 남편, 주남대학 로스쿨 교수). 차
민혁은 야망의 화신으로 어릴 때부터 남다른 승부욕으로 공부에 올인. 사법시험 최연
소 합격 후, 정치인으로 출세하고픈 욕망으로 검사가 된 인물이다. 태생에 대한 콤플
렉스가 뿌리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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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제13화] 세리의 비밀을
알지만 숨김

<그림 17> [제16화] 집에서 쫓겨나는
차민혁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35)
노승혜
차서준/차기준

(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중반

He36)
차민혁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심화

<그림 18> 중반 노승혜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35) 위의 책, 107쪽. [제2화] 노승혜는 캐슬에 새로 이사온 이수임이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
기도 하다. 본인 역시 캐슬에 적응하는데 이 년 걸렸다고 고백한다. 239쪽. 차민혁의
욕망에 노승혜도 똑같은 맘이지만, 애들 아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471
쪽. 차서준과 차기준은 차민혁이 어렵게 구한 신아고등학교 시험 예상 문제를 친구들
과 함께 나누어 보며 공부한다.
36) 위의 책, 378쪽. [제8화] 차민혁은 차서준이 친구를 도와 우정상을 탄 일을 가지고 서
준이가 우정과 우애, 나눔, 배려. 그런 덕목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며 강예서의 전
교 회장 출마 러닝 메이트를 부탁하러 온 한서진과 딜을 한다. 차서준이 부회장으로 출
마하는 대신 한서진이 김주영에게 받은 신아고등학교 예상 시험 문제를 얻어낸다. 차
서준과 차기준이 본인이 어렵게 구한 신아고등학교 시험 예상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민혁은 핏대를 세우며 ‘이런 정신머리 없는 놈!! 걔들은 니
경쟁자야!!! 적군한테 총알 나눠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라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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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종반부에 이르러 노승혜와 그의 자녀 차세리, 차서준, 차기
준은 헤테로 특성의 캐릭터인 차민혁에 적극 대항하며 호모 캐릭터에서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해나간다. 노승혜의 주도하에 이혼을 불사
하며 가출하고, 추운 날씨에 아버지를 들어 밖으로 내 쫓아버리며, 아버
지가 가장 아끼는 피라미드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갖다 버리는 일련의 행
동들은 이들의 뉴토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접 움직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림 19> 헤테로 캐릭터의 차민혁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입시 성과에
몰입했던 지난 날을 차분하게 반성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맹목적 입시 경쟁만 좇다가 해체되는 가정이 아니라 올바른 뉴토인 배움
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호모 캐릭터였던 노승혜와 그의 자녀들은 헤테로 캐릭터인
차민혁에게 적극 대항하며 헤테로 캐릭터 특성을 보완한 결과, 뉴트로
가치를 획득한다. 또한 헤테로 캐릭터였던 차민혁은 정적인 활동으로 자
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호모 캐릭터 특성을 획득해나간다. <그림 20> 노
승혜 가족은 입시를 둘러싼 사건을 겪으며 가족 구성원들 모두 성장하고,
뉴트로 가치인 인간애 ‧ 가족애를 완성한다.

<그림 19> [제20화] 아빠를 밀고 피라미드를
버리는 노승혜와 쌍둥이 아들들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그림 20> [제20화]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고 이혼하지 않는 노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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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노승혜
노승혜의 자녀

He37)
아버지에
적극 대항

He
차민혁

종반

Ne39)
(인간애 ‧ 가족애)
획득

Ho38)
과도한 입시
성과 몰입
반성

<그림 21> 종반 노승혜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노승혜 가족의 중심 캐릭터인 노승혜가 호모 캐릭터에서 헤테로 캐릭
37) 위의 책, 383쪽. [제8화] 노승혜는 큰 딸 차세리에게 ‘엄마가 아빠와 싸움에서 지면 니
들과 아빠 싸움이 돼. 그렇게 되면 니들하고 아빠 사이, 영영 나빠질거야. 그 전에 엄마
가 해결해야지.’라고 말한다. 유현미, 2019b, 위의 책, 369-370쪽. [제18화] 노승혜의
반성문! 가부장적인 친정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깊은 대화
조차 나누지 않고 차민혁 씨 같은 남자와 결혼한 것을 반성합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차민혁 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방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근 이
십 년간 아이들이 당해 온 고통을 방관한…저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연장은 고쳐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게 아니란 말을 무시하고 차민혁 씨에게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저 자신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38) 유현미, 2019b, 앞의 책, 435-436쪽. [제20화] 차서준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행복하다
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된 차민혁은 노승혜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며 반성한다. 차민혁은
노승혜에게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승혜 당신이 없으니 내 가슴은 시베리아 벌판
에 홀로 선 자작나무 같소. 다 불민한 내 탓이오. 어여쁜 승혜. 얼른 돌아와 내 가슴을
당신의 온기로 채워주시오. 추신, 당신의 조건을 수락하겠소.
39) 위의 책, 450쪽. [제20화] 차세리가 ‘친구들과 삼년 후에 클럽하나 오픈랑 목표로 정말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어. (차민혁을 보며) 그땐 아빠도 우리 클럽 와줄 거지?’라고 차
민혁에게 묻자, 차민혁은 (눈물이 핑) ‘그럼 그럼, 아빠도 지금부터 품 좀 배워야겠는
데’라고 말한다. 그리고 멋지게 추는 세리의 춤동작을 엉뚱깽뚱 따라하며 열심인 차민
혁. 그 모습에 노승혜는 까르르륵 웃음보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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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특성을 획득하게 되는 핵심 사건은 남편의 교육 가치관에 적극적으
로 반항하는 것이다. 드라마의 초반부터 노승혜의 반항은 소소하게 지속
된다. 특히 이수임과 자녀 교육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조
금씩 다져나가고, 노승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을
발현시킨다. 그러나 차민혁의 더 큰 힘 앞에 노승혜는 매번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절한다.
노승혜 역시 차민혁과 마찬가지로 입시 성공에 대해 욕망과 미련을 버
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영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뉴토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그러나 차세리의 거짓 하버드 학생 행세로 손해배상금
을 물어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노승혜는 입시 성공이라
는 빈껍데기 속에서 나의 자녀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
닫는다. 차민혁에게 점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던 노승혜
는 호모 캐릭터에서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하고, 뉴트로 캐릭터로
성장해 나간다. 게다가 자신의 결핍을 자녀의 성공으로 보상받고자 하였
던 차민혁의 비뚤어진 마음까지 품어주며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한다.
<표 5> 노승혜의 뉴트로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인간애 ‧ 가족애

↓
Ho 캐릭터
입시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소극적 대응

→

He 특성 보완
남편의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대항

→

Ne 캐릭터 구현
인간애 ‧ 가족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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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No
김주영

Ho
노승혜

(불안한)No
입시 성공

(올바른)No
이수임

남편의 교육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반항함.

He
노승혜

각성과 성숙

Ne
노승혜

<그림 22> 노승혜 개인의 궤적 삼원 분류

3. 진진희 가족 : 입시 성공과 가족의 화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머니 像
진진희 가족의 핵심 캐릭터인 진진희는 한서진을 동경하며 그를 따라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한서진에 비해 변코자 하는 헤테로적 특성이 약
하고, 입시 성공 또는 배움과 성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극심한 혼란
을 겪는다. 그러나 남편 우양우와 아들 우수한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진진희 가족 구성원 중 진진희가 가장 헤테로 특성이 강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우양우와 우수한은 입시 성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소극적으
로 대처하기 때문에 호모 캐릭터로 분류된다. 다음은 진진희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다.
…(중략)… 정열적이고 섹시하면서도 러블리하고 큐티한 면을 동시에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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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탁구공처럼 통통 튀는 여자다. 그 주체할 수 없는 끼로 공부는 뒷전, 강
남 일대를 주름 잡던 일진 짱의 애인이었다는 소문은 믿거나 말거나. …(중
략)… 애당초 자신의 꿈은 현모양처였다며 상류층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만
난 남편과 결혼, 의사 사모님이 된 그녀의 현재 롤 모델은 한서진. 어떻게 하
면 그녀처럼 완벽한 학습 매니저가 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한서진을 카
피하고 스캔하기 바쁘다.40)

‘내말이 내말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진진희는 드라마에서 상황을 설명
하고, 갈등을 증폭하는 일종의 스피커 캐릭터이다. 정리되지 않은 산만
함으로 분주하게 캐슬의 여기 저기 출몰하고, 아들이나 남편에게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간다. 하나 뿐인 아들 우수한을 혼내려고 온 집안을 뛰어
다니기도 하고, <그림 23>, 다시 진지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한없는 모정
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24> 이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하는
지 갈팡질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양우는 자신의 허리 수술을 강준상과 황치영 중 누구에게 맡길 것인
지 결정하지 못한다. 황치영은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치료하기 때문
에 마음이 기울지만, 우양우의 롤 모델이자 일종의 성공을 위한 라인인
강준상이 자신을 버리고 황치영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면 큰일이 날 것 같다. 여기에서 우양우가 누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 결정해주는 사람은 헤테로 캐릭터인 진진희다.41)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해 이리 저리 흔들리는 진진희 가족은 초반 뉴트로 가치관인 인간애 ‧
가족애가 부재한 상황이다.

40) 유현미, 2019a, 위의 책, 13쪽. [주요 등장인물] 진진희(전업주부).
41) 유현미, 2019a, 앞의 책, 399쪽. [제9화] 진진희는 수술에 대한 불안함을 보이는 우양
우에게 ‘마인드 컨트롤 몰라? 뼛속까지 새겨지게 해보라고!! 강준상 교수는 척추 수술
의 신이다! 해보라니까!!’라고 말한다. 우양우는 마지못해하며 진진희의 말을 따라하
지만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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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1화] 커피잔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독후감을 쓴 우수한을 혼냄

<그림 24> [제6화] 진진희 우수한에게
사랑을 보여줌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불안한)No
입시 성공

Ho42)
우양우
우수한

초반

He
진진희

Ne
(인간애･가족애)
부재

<그림 25> 초반 진진희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진진희는 불안한 뉴토로 입시 성공을 최대 가치관으로 삼아 한서진을
따라하기 바쁘다. 그러나 그릇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며 가출한 우수한
을 찾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황치영이 진진희의 아들 우수한
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그림 26> 또한 노승혜가 눈물을

42) 위의 책, 17쪽. [주요 등장인물] 우양우(진진희의 남편, 주남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우양우는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 평생 우쭈쭈 떠받들여져 살아온 나이 먹은 철부지다.
강준상을 사수로 모시고 있다. 18쪽. 우수한(진진희와 우양우의 아들, 중학생) 우수한
은 겁도 많고 자신감도 없다. 의욕도 제로. 성적도 바닥. 열네 살, 팔팔 뛸 나이에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 같으니 엄마 진진희만 팔팔 뛰다 죽을 노릇인데…. 우양우와 우수
한은 둘 다 소극적인 호모 캐릭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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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며 차세리의 거짓 하버드 대학생 행세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입시
성공이 결코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림 27>
올바른 뉴토인 배움과 성장, 그리고 잘못된 뉴토인 맹목적 입시 경쟁 사
이에서 갈등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진진희는 완전히 입시 성공이라는 불안한 뉴토에서 해방되
지 못한 채 붙들려있다. 그 결과 진진희 가족의 뉴트로 가치관인 인간애 ‧ 가
족애는 달성되지 못하고 근심히 늘어가며 갈등이 심화된다.

<그림 26> [제12화] 자신을 희생하여
우수한을 구한 황치영

<그림 27> [제13화] 노승혜의 고백에
공감하는 진진희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43)
우양우
우수한

(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중반

He44)
진진희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심화

<그림 28> 종반 진진희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43) 위의 책, 291쪽. [제6화] 우양우는 진진희에게 ‘당신 또 어지간히 딸랑댔겠군. 그렇게
언니 언니 찰싹 붙어다니면서 욕심은 따로 있었구만! 강준상에게 빌빌대는 게 속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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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캐릭터로 분류된 우양우와 우수한은 저항을 통한 변화를 꾀한다.
우양우는 진진희에게 한서진이나 차민혁을 따라하지 말고, 진진희가 제
일 잘하는 것인 우수한과 ‘일 분만 눕기!’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다.
진진희는 캐슬에서 입시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두
실행해보지만, 이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는다. 차민혁을 따
라서 산 피라미드도 진진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다. 우수한은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는 진진희의 주장에 피
라미드의 중심은 무게중심이 있는 중간이라고 대항하며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해나간다. <그림 29> 우양우도 피라미드로 호두를 까 진진희
와 우수한의 입에 넣어주며, 진진희의 교육관에 부드럽게 저항한다. <그
림 30> 이리 저리 휘둘리던 진진희는 캐슬의 사람들을 하나 하나 떠올리
며 차분하게 생각을 다듬고 자신이 가야할 길을 정립해나가며 호모 캐릭
터의 특성을 획득한다. 즉 최종적으로 진진희 가족은 인간애 ‧ 가족애의
뉴트로 가치관을 완성한다.

<그림 29> [제17화] 피라미드의 중심이
중간이라고 주장하는 우수한

<그림 30> [제20화] 진진희가 차민혁을
따라하려고 산 피라미드로 호두를 까는 우양우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거야. 쓸데없이 벨 장착해서 뭐해?’라고 말하며 진진희의 적극적인 행동을 비난한다.
44) 위의 책, 334쪽. [제7화] 진진희는 우양우에게 ‘봐서. 갈아타야겠다 싶음 잽싸게 갈아
타야지!! 은제 탈선할지 모를 기찰 계속 타고 있어 바보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안정적인 뉴토가 형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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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우양우
우수한

He45)
저항을
통한 변화

He
진진희

종반

Ne47)
(인간애 ‧
가족애)
획득

Ho46)
차분한
모자 관계
지향

<그림 31> 종반 진진희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진진희 가족의 중심 캐릭터인 진진희가 헤테로 캐릭터에서 호모 캐릭
터의 특성을 획득하게 되는 핵심 사건은 우수한의 가출이다. 진진희는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우수한을 혼내고, 엄마의 등쌀을 피해
도망가는 아들을 잡으려 집 안 곳곳을 뛰어다닌다. 결국 진진희가 아끼
는 그릇장이 넘어지면서 전시된 그릇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하
자 진진희는 ‘고작 60점짜리가 이 비싼 것을 깨느냐’고 말실수를 한다.
우수한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엄마에게 그릇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
45) 유현미, 2019b, 앞의 책, 90쪽. [제12화] 우수한은 ‘엄마, 아빠께! 태어나서 정말 죄송
합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그동안 키워주셔
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한 올림’이라고 쓴 편지를 남겨두고 가출한다. 270쪽.
[제16화] 우양우는 진진희에게 왔다리 갔다리! 제발 중심 좀 잡아!!라고 말한다.
46) 위의 책, 459쪽. [제20화] 진진희는 캐슬의 다른 엄마들에게 ‘내 말이!! 내 말이!!! 나
도 생각을 쬐금만 바꿨더니 우리 수한이가 장점이 많더라고. 먹성 좋지, 착하지, 친구
많지, 게임도 잘하지, 공부 빼고는 그냥 다 잘해, 다!!! 웬수 같은 공부가 문제지!’라고
말한다.
47) 위의 책, 446쪽. [제20화] 우양우가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바꿀
순 없잖아? 이 쌀벌한 시스템 안에서도 울 아들이 굳건히 버티게 사랑을 듬뿍듬뿍, 아
주 푸지게 쏟아주는 게…우리 몫이야’라고 말하자 진진희는 ‘맞어 맞어!!! 사랑을 듬뿍
듬뿍!! (하더니 벌떡 일어나 두 팔 벌리고) 아들!!’을 부른다. 우수한은 헤, 좋아라 웃으
며 일어나 엄마 품에 폭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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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상처를 받고, 편지를 남겨놓은 채 가출을 감행한다.
진진희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만, 아들을 찾으려고 생각하니 막막
할 뿐이다. 이 때 우연히 만난 황치영은 진진희가 우수한을 찾는데 결정
적인 도움을 주고, 신이 인간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네 마음대로 되는 일
이 없다는 것을 느껴보라는 뜻’이라며 위로를 건넨다. 이 사건을 겪으며
진진희는 김주영 캐릭터로 대표되는 잘못된 뉴토에서 이수임 캐릭터로
대표되는 올바른 뉴토로 방향을 선회한다.
<표 6> 진진희의 뉴트로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인간애 ‧ 가족애

↓
Ho 캐릭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흔들림

→

(올바른)No
이수임

Ho
진진희

He 특성 보완
차분하게 가치관을
정립함

(불안한)No
입시 성공

→

Ne 캐릭터 구현
인간애 ‧ 가족애
획득

(잘못된)No
김주영

아들 수한의 가출 사건을 겪음.

각성과 성숙

Ne
진진희

<그림 32> 진진희 개인의 궤적 삼원 분류

He
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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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주 가족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입시에 성공했지만, 가족이
해체된 어머니 像
이명주 가족의 핵심 캐릭터인 이명주는 한서진을 비롯한 캐슬 내 모든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롤모델이다. 남편 박수창은 주남대학교 병원의 기
획조정실장이고, 아들 박영재는 김주영 입시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하였다. 박영재의 입시 성공 비법
은 한서진에게 이명주가 겪었던 고통과 함께 전수된다. 박영재의 서울의
대 합격으로 이명주는 삼 대째 의사가문을 완성하였지만, 박수창은 김주
영을 눈 앞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들의 입시 문제에 대
해 무관심했다. 다음은 이명주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다.
빈틈없는 플랜과 조력으로 외아들 영재를 서울의대에 합격시켜 삼 대째
의사 가문의 위업을 달성해낸 여자다. 덕분에 SKY 캐슬 귀부인들 사이에서
는 여왕보다 더 부러운 워너비 맘이다.48)

박수창은 사격을 좋아하고, 집은 박제된 동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 33>
여기에서 박제된 동물은 본래의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마치 살아있는 모
습으로 위장하여 전시되어있다. 박영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입주 가
정부 이가을과 연애를 하였다. 이가을은 박영재보다 6살이 많았으며, 박
영재의 부모는 이가을을 집에서 내보낸다. 이가을과 헤어지게 된 박영재
는 부모를 증오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다. 그 증오심을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은 증폭시켜 입시 성공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데 사용
한다. <그림 34> 입시 성공이라는 불안한 뉴토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행
동하는 이명주는 헤테로 캐릭터이다. 반면에 이명주에게 박영재의 문제
를 맡겨두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박수창과 이명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
이는 박영재는 호모 캐릭터로 볼 수 있다. 입시 성공이라는 불안한 뉴토
48) 유현미, 2019a, 앞의 책, 19쪽. [주요 등장인물] 이명주(전업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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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명주는 박영재가 초등학교에 다닐 시절부터 시험 문제 한 개만 틀
려도 때리고, 백점 맞기를 종용하였다. 또한 박수창은 이가을 문제에 분
노하며 박영재에게 총을 겨누고, 총알은 이명주의 집 벽에 발사되어 박
영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림 33> [제1화] 이명주의 집

<그림 34> [제3화] 박영재의 복수심을
자극하는 김주영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불안한)No
입시 성공

Ho49)
박수창
박영재

초반

He
이명주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그림 35> 초반 이명주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49) 위의 책, 20쪽. [주요 등장인물] 박수창(남, 50~53세, 주남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신경
외과 과장) 박수창은 주남대에서 강준상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선배였다. 아들 영재
의 서울대 의대 합격으로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듯했으나 아내의 갑작스런 자살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주남대 병원과 SKY 캐슬에서 자취를 감춘다. 박영재(남,
19~21세, 이명주와 박수창의 외아들, 서울의대 신입생) 박영재는 아들 교육에 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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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뉴토인 맹목적 입시 경쟁이 육체화 된 캐릭터 김주영은 서울의
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영재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자극한다. 그는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만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
는다. 김주영이 이명주에게 박영재의 서울의대 합격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다시 말해 뉴트로 가치가 부재하
는 것을 감수하겠느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명주는 뉴트로 가치가 부재
한다는 김주영의 경고를 실상 믿지 않았다. 박영재의 입시 성공은 곧 가
족애를 회복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서진은 이명주
에게 박영재의 포트폴리오를 얻어내기 위해 합격파티를 기획하고, 이명
주는 박수창에게 크루즈 티켓을 선물 받는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여행
을 가라며 박수창은 플래티넘 카드까지 건네지만, 이는 마치 이명주의
집 벽에 걸린 박제 장식품처럼 전시된 가족애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6>
서울의대와 부모님을 버린 박영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명주가
자살하고, 박수창도 이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은 입시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최악의 불행으로 치닫는 뉴트로 가치관의 부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그림 37>

<그림 36> [제1화] 이명주는 파티에서 크루즈
티켓을 선물받고 좋아함

<그림 37> [제2화] 이명주 자살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다한 엄마의 노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떡하니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 엄마, 이명주를 최
고의 자리에 올려놓지만… 끝내 서울대 입학식에 부모를 부르지 못한 엄마의 자살에
관한 미스터리를 지니고 있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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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Ho50)
박수창
박영재

중반

He51)
이명주

Ne 부재
대학 합격
가족 해체

<그림 38> 중반 이명주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박영재는 이명주의 장례식장에 잠시 등장했지만, 이후 박수창과 연락
을 끊어버린다. 아내를 잃은 박수창은 병원에 사표를 내고, 산장에 들어
가 사냥을 하며 괴로움을 달랜다. 박수창과 함께 산장에서 지내는 지인
의 아들도 김주영을 입시 코디네이터로 고용했었고, 서울의대 본과 1학년
에 자살을 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산장에서 맹목적인 입시 경
쟁에 몰두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그리고 박수창은 박영재가 어릴 때, 자
주 놀러왔던 그 곳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돌입한다.
결국 박수창은 산장에서 박영재와 재회하고, <그림 39> 이 과정을 지켜
50) 위의 책, 115쪽. [제2화] 박수창은 ‘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들들들들!!! 애비 노릇도 못
한다고 상활 해댄게 누군데???’라고 말하며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 이명주를 비난한다.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박수창은 박영재의 문제에 대해 이명주만 탓
한다. 114쪽. [제2화] 박영재는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당신 아들로 사는 건 지
옥이었으니까’. 303쪽. [제6화] ‘서울의대 합격증 던져줬으니까 자식 노릇 다 한거지?
나 박영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야’ 등의 글을 남겨두고 가출한다.
51) 위의 책, 122쪽. [제2화] 이명주의 휴대폰에 박영재는 ‘울아들♥’로 저장되어 있다. 121
쪽. [제2화] 박영재가 이가을을 만나 서울 의대 입학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자 이명주는 ‘한 학기 휴학시키고 촌구석에서 살다
가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거야, 애 생기면 떼내면 되고, 가을이 년 입은 돈으로 막으면
돼!’라고 박수창에게 확신하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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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수임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명주
가 죽은 후 남은 박수창과 박영재는 다시 삼원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의대 합격 후 집을 떠나 적극적으로 이가을을 찾아 떠나는 박영재는
헤테로 캐릭터로 부모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면서 호모 캐릭터의 특성
을 획득한다. 자녀 양육과 입시 문제에 이명주에 비해 소극적으로 행동
하던 호모 캐릭터의 박수창은 부모와 연을 끊겠다며 떠난 박영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한다. 올바른 뉴
토인 배움과 성장이 육체화 된 캐릭터 이수임과 죽은 이명주가 남긴 메시
지를 통해 잘못된 뉴토에서 벗어난 박수창 부자는 최종적으로 인간애 ‧ 가
족애의 뉴트로 가치관을 획득하고 뉴트로 캐릭터가 된다.<그림 40>

<그림 39> [제13화] 어릴 때 놀러갔던
산장에서 재회한 박수창 부자

<그림 40> [제20화] 이수임이 제일 먼저
박수창 부자를 만나 책을 전함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박수창

He52)
아들을 찾기
위해
적극적임

종반

Ne54)
(인간애 ‧ 가족애)
획득

He
박영재

Ho53)
부모 재인식

<그림 41> 종반 이명주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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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는 생전에 올바른 뉴토를 채택하지 못하지만, 그의 사후 남겨진
박수창과 박영재는 이수임을 만나 새롭게 뉴토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뉴토 아래에서 헤테로 캐릭터인 이명주는 아들 박영재 가출 후 자
살하며 뉴트로 캐릭터로 성장하는 길이 단절된다. 이명주 개인의 궤적을
삼원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이명주의 뉴트로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없음

↓
He 캐릭터
입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

Ho 특성 보완 못함
자살

→

Ne 캐릭터 구현 못함
인간애 ‧ 가족애 부재

52) 위의 책, 361쪽. [제8화] 박수창은 ‘애 교육이야 마누라 몫이니까…. 돈만 벌어다주면
남편 노릇, 애비 노릇 다 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울컥하며 그 주제에 깨인 아버지라
고 자부했다. 내가. 걸핏하던 손찌검하던 우리 아버지보단 백번 낫다고’ 라고 말하며
지난 날을 반성한다. 유현미, 2019b, 위의 책, 41쪽. [제11화] 박수창은 ‘지 에미 죽고
지 탓하며 사느라 숨쉬기도 버거울 놈한테…사람들의 지탄까지 받게 할 순 없소. 내 아
들놈. 나는 살려야하니까’라고 말하며 아들 박영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산장에서
기다린다.
53) 유현미, 2019b, 앞의 책, 453쪽. [제20화] 박영재는 과거에 부모와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박수창은 박영재가 아기 때 똥 싸 뭉갠 발이 냉국에 들어갔지만 내 새끼 발
이라 더럽지 않다며 맛있게 먹었다. 이명주는 한겨울에도 열감기를 달고 사는 박영재
가 아플 때마다 눈길을 뛰기 일쑤였다. 울컥 ‘엄마의 사랑을 왜 몰랐을까?’ 터지려는
눈물을 안간힘으로 참는 영재. 그런 아들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는 박수창, 아들의 등을
위로하듯 쓸어주면.
54) 위의 책, 451-452쪽. [제20화] 캐슬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던 박영재와 그런 영재를
산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박수창은 강원도 정선 의료원이라는 공간에서 안정적으
로 정착한다. 박수창 부자의 처절한 반성은 이수임의 집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박영재가 대학에 가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소
박한 한식당’에서 ‘럭셔리한 한정식당’을 회상하며 회한에 잠기는 것은 비로소 가족에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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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No
김주영

아들 박영재 가출 후 자살함.

He
이명주

<그림 42> 이명주 개인의 궤적 삼원 분류

5. 이수임 가족 : 인간애를 기본으로 자식의 성장과 미래 가치를 지원하는
어머니 像
<표 3>에서 제시하였듯이 캐슬 내 모든 가족들은 헤테로 캐릭터에 속
하지만, 이수임 가족만은 예외로 호모 캐릭터로 분류된다. 그러한 이수
임 가족의 구성원들을 다시 삼원 캐릭터로 분류하면 핵심 캐릭터인 이수
임이 캐슬 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므로 헤테로 캐릭터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황치영과 황우주는 이수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에 호모 캐릭터에 속한다. 그러나 이수임 가족 구성원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헤테로와 호모 캐틱터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편이다. 그 이유는 드라마의 초반에 이미 올바른 뉴토로 배움과 성장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각자 서로 반대되는 캐릭터의 특성까지 보완하고 인
간애 ‧ 가족애의 뉴트로 캐릭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이수임 가족
이 드라마에서 작가를 대신해 주제를 전달하는 캐릭터로 활약할 수 있는
설정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이수임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다.
청바지에 밀짚모자가 근사하게 어울리는 여자다. 소탈, 수수, 소박, 그 자
체다. 꽃과 나무를 사랑해 사시사철 손수 가꾸다 보니 손톱 밑의 흙 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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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다. …(중략)… 보육원을 운영했던 부모 밑에서 원생들과 전혀 구분 없이
자랐기 때문일까? 타인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깊고, 매사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중략)… 한서진의 주도로 SKY 캐슬 귀부인들 사이에 왕따가 되어
버렸으나, 그럼에도 주눅은커녕 씩씩하다 못해 용감무쌍하게 그들이 ‘학구
적 문화’랍시고 쌓아온 ‘폭력적 문화’를 하나하나 격파해나간다. 덕분에 SKY
캐슬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사랑받는 멘토가 된다.55)

캐슬 내 다른 엄마들이 전업주부인 것과 달리 이수임은 동화작가라는
직업이 있다. 또한 화려한 원피스와 악세사리로 치장하고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엄마들과 달리 소박한 입맛을 가지고 수수한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림 43> 이수임의 집은 살아있는 식물과 책으로 가득 차 있고, 가정 내
에서도 남편 및 아들과 대소사를 함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림 44>

<그림 43> [제2화] 이수임의 소탈한 스타일

<그림 44> [제4화] 이수임의 집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올바른)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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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인간애 ‧ 가족애)
획득

<그림 45> 초반 이수임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55) 유현미, 2019a, 앞의 책, 10쪽. [주요 등장인물] 이수임(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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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임 가족만 독립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뉴트로 가치관을 달성
한 것처럼 보이지만, 캐슬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들은 다른 가족들에
게 배척된다. 입시 문제에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SKY 캐슬의 다른 가족
들이 보기에 이수임 가족은 자신들과 같은 뉴토인 맹목적인 입시 경쟁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는다. <그림 46> 캐슬 내 다른 어
머니들은 이수임이 입시 문제에 대해 다른 노선을 취하는 이유를 올바른
뉴토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차이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황우주가 이
수임이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모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망
이 거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수임은 이러한 평가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뉴토인 김주영,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한서진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림 47> 이수임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이수임이 경쟁적인 SKY 캐슬 가족과 갈등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
는 한 가족 안에서만 유효한 뉴트로 캐릭터는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림 46> [제3화] 곽미향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이수임

<그림 47> [제14화] 김주영과
대립하는 이수임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56) 위의 책, 16쪽. [주요 등장인물] 황치영(이수임의 남편, 주남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
황치영은 흙수저 출신으로 여려운 시절을 보내서인지 탁월한 공감능력을 지닌 휴머니
스트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난소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
지 통렬히 깨닫는다. 17-18쪽. 황우주(이수임과 황치영의 아들, 신아고 학생) 황우주
는 타고난 총명함과 서글서글한 친화력으로 공부도, 교우 관계도 일등. ‘만찢남’ 별명
답게 훤칠한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어딜 가나 인기 짱인 아이돌급 엄친아다. 나
이 보다 사려 깊고 속 깊은 건. 한창 어리광을 부려야 할 미운 일곱 살 때 일 년간, 아픈
엄마를 지키며 병실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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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57)
황치영
황우주

중반

Ne
불완전한
획득

He58)
이수임

Ho
경쟁적인
SKY 캐슬
가족

가족 內 화합 ‧ 평화 획득
타 가족 관계 속 갈등 지속

<그림 48> 중반 이수임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캐슬 내 모든 가족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이수임은 황우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맞는다. 늘 모든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던 이
수임이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린다. 헤테로 캐릭터인 이수임은 김주영이 김혜나를 죽인 사건
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하며 추적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일에 몰두해 차
분하고 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호모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다. 호모 캐릭터인 황치영과 황우주는 캐슬 내 다른 가족들을 적극적으
로 도우며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해 나간다. 특히 황치영은 자신
57) 위의 책, 141쪽. [제3화] 최원장이 황치영을 두고 ‘우리 황교수, 논문도 세계적이지만
수술 실력도 예술이라니까, 예술!’이라고 말하자 강준상은 인생 처음 모욕을 느낀다.
371쪽. [제8화] 황우주는 전교 회장 김혜나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전교 부회장 후보가
된다. 정독반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바로 잡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혜나 덕분이라고 말한다. 한서진은 황우주와 김혜나를 전교 회장 선
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58) 위의 책, 147쪽. [제3화] 이수임은 차민혁이 주도하는 독서토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숨을 내쉬며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려운 책을 읽고 독후감까지 써야 한다니 애들이 무
슨 고생이야?’라고 말하고 황우주는 ‘울 엄마 또 애들에게 빙의하셨네!’라고 말한다.
이수임은 책을 읽는 동안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335쪽. [제7화] 이수임은 주워온 모
자상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복수 당하는 부모들>, <부모의 자격>, <대한민국
부모>, <부모와 십대 사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등등의 책들이 쌓여있다. 이
수임이 쓰는 책의 제목은 <누가 그 여자를 죽였을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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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에덴원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캐슬 내 부
모들이 자녀를 보는 관점을 달리하길 기대한다. 황우주는 비록 강예서의
부모가 하는 사과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대신 강예서를
찾아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림 49> 이수임은 김주
영이 갇힌 감옥으로 김주영의 딸 케이를 데리고 오고, 케이는 현재 엄마
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보육원 근처의 요양원
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해준다. <그림 50>

<그림 49> [제19화] 강예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황우주

<그림 50> [제20화] 케이를 데리고
김주영 면회를 온 이수임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No
배움과 성장

Ho
황치영
황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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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들을
적극 도움

Ne61)
(인간애 ‧ 가족애)
획득

Ho60)
치밀한 사건
조사 및 추적

<그림 51> 종반 이수임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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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임은 캐슬 내 아이들의 상처와 학대 징후를 포착한다. 그것은 과
거 그가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연두라는 학생이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
했던 사건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캐슬에서 만난 김혜나도 김
주영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연관되어 죽임을 당했다. 오랫동안 입시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 폭력을 당했던 박영재가 청소년 상담이라는 새로
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이수임이 캐슬에 가져온 변화이다.
그의 첫 작품인 동화 <호두나무 정원>은 12명의 아이가 있는 엄마가 9
고개를 넘어 장애물을 피하며 아이들을 괴물에게 되찾아온다는 내용으로
이수임이 전하는 주제와 맞닿아있다. 12라는 숫자는 입시 스트레스로 부
서져 가는 모든 아이들을 의미하고, 엄마 같은 이수임이 맹목적인 입시
경쟁을 종용하는 괴물을 물리치는 서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심지어
이수임은 자신과 극렬하게 대립한 김주영의 아이까지 지켜낸다. 감옥에
갇힌 김주영을 대신하여 케이를 돌보고, 지금까지 그가 사귀지 못했던

59) 유현미, 2019b, 앞의 책, 430쪽. [제20화] 황치영은 고아원에서 살게 된 과거를 SKY
캐슬의 아버지 모임에서 고백하며 ‘남들 눈엔 고아들이 사는 보육원에 불과했지만…저
한텐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따뜻한 곳이었거든요. 애들한테 집이 그런 곳이어야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차민혁을 다독인다. 457쪽. [제20화] 황우주는 한서진의 미
안하다는 말에 ‘그런 마음…이제 다 버리세요’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용서한다.
60) 위의 책, 361쪽. [제18화] 이수임은 ‘글쎄…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러지야 않았겠지. 아
이들을 케어하다가 정민이가 죽고 그 가정이 망가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
꼈을지도 몰라’ 또는 362쪽. [제18화] ‘내가 애지중지 들고 있던 달걀이 깨졌을 때, 남
이 들고 있는 달걀도 깨뜨려버리고 싶은, 그런거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김주영의 심
리를 분석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다. 386쪽. [제19화] 이수임이 과거에 했던 ‘그때
우리 둘이 약속했잖아. 키팅 선생님 말씀처럼 세상의 잣대에 우릴 맞추지 말고, 자유
롭게, 정의롭게, 당당하게 살자고. 절대 세상에…무릎 꿇지 말자고’라는 말은 주제와
연결된다.
61) 위의 책, 458쪽. [제20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수임과 꼭 끌어안고 있는 우주. 그런
모자를 울컥하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황치영.… 황치영 ‘여보, 나도 좀! 나도 할 말
좀 합시다!!’, (아들을 와락 껴안고/등을 툭툭 쳐주면서) ‘울 아들! 아빠 마음, 알지?’라
고 묻자 황우주는 (사랑이 느껴지는) ‘아빠, 저 많이 배우고 올게요. 걱정마세요’라고
대답한다. 이수임은 그렇게 껴안고 있는 부자를 바라보며 그렁한 눈물에 흐뭇한 미소
가 번진다. 462쪽. [제20화] 이명주 가족 해체의 원인인 것처럼 부각되었던 입주 도우
미 이가을은 요양원에서 케이를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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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김주영은 그런 이수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이수임에게 저주를 퍼붓고 아들 황우주의 일생을 망치려 한 자
신에게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만, 이수임은 단지 케이에게
돌봐줄 손길이 필요해서라고 말한다. 이수임이 캐슬에 들어온 후 집필한
청소년 소설 <안녕, 스카이 캐슬>은 극 중에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
지만, 박영재와 관련된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이수임은 가족 내 구성원과 삼원 캐릭터로 분류했을 때에는 헤테로 캐
릭터에 속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캐슬 내에서 이수임 가족을 대표하
는 이수임은 다른 헤테로 캐릭터의 가족들과 대립되기에 호모 캐릭터로
볼 수 있다. SKY 캐슬에 들어와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호모 캐릭
터였던 이수임은 올바른 뉴토인 배움과 성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서 헤테로 캐릭터로 성장한다. 핵심 사건은 반
대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하며 본 캐릭터의 결점을 보완하도록 만드는 계
기가 되고, 각성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뉴트로 캐릭터로 성장한다.
이수임 가족은 호모 또는 헤테로 캐릭터의 특성이 약한 편인데, 이는 드라
마의 초반부터 완성형의 뉴트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8> 이수임의 뉴트로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인간애 ‧ 가족애

↓
He 캐릭터
캐슬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려
적극적으로 행동함

→

Ho 특성 보완
치밀하고 끈질기게
사건을 조사하고
책을 집필함

→

Ne 캐릭터 구현
인간애 ‧ 가족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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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이수임

스카이 캐슬 문제에 적극 개입함.

He
이수임

각성과 성숙

Ne
이수임

<그림 52> 이수임 개인의 궤적 삼원 분류

6. 김주영 가족 : 자신의 실패를 다른 어머니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다
몰락하는 어머니 像
김주영 가족은 캐슬 내 다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성공을
위해 몰입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핵심 캐릭터인 김주영은 입시
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력하게 전
파한다. 더 나아가 김주영은 맹목적 입시 경쟁이라는 잘못된 뉴토를 교
훈삼아 결국에는 파괴되는 가정을 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희열
을 느낀다.
…(중략)… 베테랑 전문가들고 꾸려진 전투력과 수십 억을 호가하는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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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명하지만 원한다고 그녀를 고용할 수 없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그녀
에게 간택되어야지만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중략)… 학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합법과 편법은 물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때
문에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상위
0.1% VVIP들에게 그녀는 상전 같은 인물이다. …(중략)… 포커페이스라서 감

정의 동요를 전혀 읽을 수 없고 겉으로는 합리적, 이성적, 객관적인 듯 보이
지만 그 이면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맹독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사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야누스 같은 여자다.62)

한서진은 이명주에게 박영재의 서울의대 합격 비책인 김주영 입시 코
디네이터의 존재를 알고, 그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박영
재가 태블릿에 기록해 둔 일기를 보고, 김주영의 뺨까지 때리며 그를 버
리겠다고 선언한다. 강예서를 중심으로 따로 스터디를 꾸리려고 하지만,
평소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딸의
품성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강예서와 이를 지켜보는 한서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김주영을 붙
잡는 것 뿐이었다. 김혜나가 강준상의 딸이라는 사실을 김주영이 먼저
알고 한서진에게 집으로 들이라고 제안한 것, 김혜나를 김주영이 죽였다
는 것을 알아도 강예서의 입시 성공을 위해 섣불리 말할 수 없는 한서진
의 모습은 잘못된 뉴토에 갇혀 피폐해져가는 어머니를 보여준다. 김주영
은 입시 성공이라는 불안한 뉴토 아래에서 고민하는 어머니들의 욕망 속
으로 숨어들며 입시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잘못된 뉴토로
끌고 나간다.
김주영은 명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
이를 낳고 미국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는
동창인 송희주가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열등감을
영재인 딸을 대학에 조기 입학시키는 것을 성공시키며 보상받으려고 하
62) 유현미, 2019a, 앞의 책, 9쪽. [주요 등장인물] 김주영(입시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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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대학생들과 경쟁하기에 김주영의 딸 케이는 9살로 나이가
너무 어렸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주영과 그의 남편은 케이의 양육에 대해 극심
하게 대립된 관점을 보여주며 대치한다. <그림 53>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경험을 최대한 제공하며 배움과 성장이라는 올바른 뉴토를 추구하는 김
주영의 남편과 대학생들을 수학적 지식으로 이기며 매스컴에서 주목하는
맹목적 입시 경쟁의 잘못된 뉴토를 추구하는 김주영은 잦은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케이는 부모의 갈등에 방패막 없이 노출되어 자책한다.
김주영이 생각한 갈등을 멈추는 방법은 다른 뉴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케이가 그 차 안에 몰래 타
면서 남편은 죽고, 케이는 뇌를 심하게 다친다. 케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영 회복되지 않는 장애를 갖게 된다.
김주영은 케이의 입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헤테로 캐릭
터의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김주영 남편과 케이는 입시 문제에 대해 김
주영 보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호모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다. 김주영 가
족은 갈라진 뉴토 아래에서 뉴트로 캐릭터로 성장하지 못한다. 김주영
가족은 헤테로 및 호모 캐릭터에서 반대 되는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하는
길이 단절되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김주영 입시 코디네이터 캐릭터는 당
연히 온전한 뉴토로 기능할 수 없다. 김주영은 케이를 고급스러운 수용
소에 혼자 가두어 두고, 케이의 현재를 부정하며 학용품만 사다가 전달
한다. 케이는 자신을 의심하는 한서진, 이수임과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
기 위한 카드로 사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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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제19화] 입시에 성공했지만
공황장애가 온 케이와 부부간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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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제19화] 케이와 마지막을
준비하는 김주영

출처: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2018)>.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Ho63)
김주영 남편
케이

He64)
김주영

Ne
(인간애 ‧ 가족애)
부재 심화

<그림 55> 김주영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

케이를 남들과 다르게 키우겠다는 욕망은 제 나이에 맞지 않는 학교에
들어가 대학생들과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는 논리로 변질되었다. 김주영
은 잘못된 뉴토인 맹목적인 입시 경쟁에 끌려 다니며 케이를 더욱 심하게
억압한다. 변코자 하는 힘이 강한 헤테로 캐릭터인 김주영은 맹목적 입
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달
63) 유현미, 2019b, 앞의 책, 398-399쪽. [제19화] 김주영 남편과 케이는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어린왕자가 살 것 같은 소행성 B612에 노란색을 키우고 싶다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화를 즐겁게 이어나간다.
64) 위의 책, 398-399쪽. [제19화] 김주영은 남편과 케이가 입시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
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팔짱끼고 선 채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고개를 절래절
래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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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남편을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죽인 후, 김주영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지만 석연치 않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주영에게는 각성과 성숙
이 없다. 올바른 뉴토나 성찰 또는 반성 없이 뉴트로 캐릭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뉴트로 가치를 담은 뉴토 캐릭터도 될 수 없다. 김주
영은 인간애 ‧ 가족애가 결여된 채 마치 기계처럼 캐슬의 아이들을 맹목적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잘못된 뉴토이다.
<표 9> 김주영의 뉴트로 캐릭터 구현 방식
※ No의 도움 없음

↓
He 캐릭터
입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

(올바른)No
배움과 성장

Ho
김주영

Ho 특성 보완 못함
남편을 죽였고, 딸도
장애를 가지게 됨

(불안한)No
입시 성공

→

Ne 캐릭터 구현 못함
인간애 ‧ 가족애 부재

(잘못된)No
맹목적
입시 경쟁

남편을 자동차 사고로 죽임.

Ne
부재

<그림 56> 김주영 개인의 궤적 삼원 분류

He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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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jtbc 드라마 <SKY 캐슬>은 2018년 최고의 화제작이었고, 지금까지
강한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이 있다. 2020년 1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Asian Television
Awards)에서 드라마 작품상을 받은 김지연 CP는 수상소감으로 유현미
작가가 ‘입시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를 한 명이라도 구하고 싶
다’고 했다며 다시 한 번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언급하였다.65) 드라마라
는 방대한 양의 영상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평하여 작가의 핵심 메시지를
추출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삼원 캐
릭터 연구는 기획의도 및 작가가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보여준다.
우스갯소리로 자녀의 입시 성공 조건은 조부모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
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시 성공은 엄마가 최선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하는 양육 과정의 하나가 되었다. 이 드라마 역시 어
머니 캐릭터가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자녀의 입시 성공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구조적인 특성으
로 인하여 먼저 2장에서는 전체 가족을 기본 삼원 분류로 나누어보았다.
한서진 가족, 노승혜 가족, 진진희 가족, 이명주 가족은 자신들이 가지
고 있는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입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헤테로 캐릭터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새로 들어온 이수
임 가족은 이들과 대립하며 호모 캐릭터의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모두
입시 성공이라는 불안한 뉴토에 기대고 있는데, 이 불안한 뉴토는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인 입시 경쟁에 몰두하는 잘못된 뉴토로 변
질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캐슬의 가족들이 선택해야하는 올바른 뉴토는
65) ｢[공식]‘SKY 캐슬’ 2020 아시안텔레비전어워즈 작품상…“가장 사랑 받은 亞드라마”｣,
뺷조선일보뺸, 2020년 1월 13일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
2020/01/13/2020011301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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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성장으로 사회적 지위나 대학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가정과 마을에서 인간애와 가족애를 회복하는 것이다. 불안한 뉴토 혹은
잘못된 뉴토 아래에서 입시 성공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가족이 해
체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캐슬 내 전체 가족을 살펴본 후 3장에서는 어머니 캐릭터를 중심으로
개별 가족의 삼원 분류를 시도하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한서진, 입시 성공을 바라지만 가족 해체를 걱정
하는 노승혜, 입시 성공과 가족의 화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진진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입시에 성공했지만 가족이 해체된 이명주,
배움과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자녀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응원하는 이수
임, 자신의 실패를 다른 어머니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다 몰락하는 김주영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심이 되는 어머니 캐릭터들은 가족 구성원
들과 상호작용하며 반대 캐릭터의 특성을 획득하는 핵심 사건을 겪고,
각성과 성숙을 통해 인간애 ‧ 가족애를 실현하는 뉴트로 캐릭터로 변화하
였다. 다만 이수임은 초반부터 뉴트로 캐릭터를 보여주며 호모 또는 헤
테로 캐릭터에서 반대 캐릭터 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조금 약하게 그려
졌다. 이수임은 올바른 뉴토인 배움과 성장이 육체화 된 캐릭터이다. 반
대로 김주영은 잘못된 뉴토인 맹목적 입시 경쟁이 육체화 된 캐릭터이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며 극적인 힘겨루기를 이어오다 결국 올바른 뉴토가
캐슬 내 모든 가족들에게 작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삼원 캐릭터 이론은 드라마 장르뿐만 아니라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
를 물론이고 활자로 된 문학까지 이야기와 캐릭터가 존재하는 유형의 콘
텐츠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이론의 다소 생
소함을 보완하고자 캐릭터의 분석 과정 별로 세세하게 드라마의 장면과
대사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야기의 핵심을 간결
하면서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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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haracters in the JTBC
Drama <SKY Castle>
- Focused on the Tri-Origin Theory
Analysis Method Kang, Bo-ra · Kim, Ki-duk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main characters of the JTBC drama
<SKY Castle> in a tri-origin method. Tri-origin means ‘Hetero’ which is the
power to change, ‘Homo’ which is the power to remain unchanged, and
'Neutro' which is the power to make it exist properly. And here is another
concept of Neutro as “the spirit of existence” that helps the Newtro
character to exist correctly. The tri-origin character analysis method is to
analyze the character by substituting these tri-origin concept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When looking at the characters in the work
as a family unit, Han Seo-jin’s family, Noh Seung-hye’s family, Jin Jin-hee’s
family, Lee Myung-ju’s family, and Kim Joo-young’s family can be classified
as hetero characters who adopt any way and any means available for
helping their children succeed in the entrance exam. On the other hand, Lee
Soo-im’s family and Kim Hye-na’s family can be seen as the Homo
character that pertains to the opposite of them. Neutro, who works in the
first half of the families within the Castle, feel uneasy about the success of
the entrance exam. This may turn into a false neutro, called blind competition
for the entrance exam, or it may be established as a correct neutr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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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nd growth. The Neutro value view of humanity and family love
finally achieved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characters receive the right
help of Neutro.
Individual family members can be classified into the tri-origin characters
with a focus on the mother character: Han Seo-jin devoted to success in the
entrance exam regardless of the means and methods; Roh Seung-Hye, who
wishes for success in the entrance exam but is worried about the dissolution
of his family; Jin Jin-hee, who struggles between the success of the entrance
exam and the harmony of his family; Lee Myung-joo, whose family is
disintegrated though she helps her child succeed in the entrance exam by
adopting every way and means available; Lee Soo-im, who knows the value
of learning and growth and designs the future with his child; and Kim
Joo-young, who spreads his failure to other mothers as it is, and fall.
They have undergone key events and acquired the Neutro character
through awakening and maturity that complement their characte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opposite characters. <SKY Castle> is a huge drama composed
of 20 episodes, but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valid in that it can present
the core of the story concisely and accurately through a tri-origin methodology.

Key Words : Drama SKY Castle, Character analysis, Tri-origin theory,
Students' comprehensive screening, Entrance examination
dra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