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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notions and norms of mother and motherhood projected in  popular television 

dramas. A KBS2 drama, When Camellia Blooms (2019), was selected for analysis. The drama started 

with a view rating of 6.3% and continually updated the highest rating, ending at 23.8%. It generally 

gained acclaim for the marketability, topicality and workability, and received many awards. When 
Camellia Blooms was chosen for analysis for the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motherhood behind the 

main plot of a love affair between the heroine and hero. In the drama, the fantasy of motherhood, 

which frequently appears in popular cultur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mothers' story. In this 

study, text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ext analysis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levision and viewers and television and society by 

paying attention to the latent meaning of the text. The analysis focuses on the characters, the 

relationships of main characters, and the episodes in which the main characters perform their roles. 

Since the dialogue is one of the forms to convey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characters to viewers 

relatively clearly, the dialogues in which the characters directly mention the mother, mothering, and 

motherhood were analyzed as importan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When Camellia Blooms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motherhood is an instinct and destiny, an absolute value connected to a 

mother (female), implied as unconditional and unshakable in any environment. The practice of 

motherhood had to be moral and pure. The drama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motherhood goes 

through the stages of maturity in a specific direction, and that maturity is intertwined with the stage 

of child growth and i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children. Such motherhood was passed on and 

ultimately expanded into the realm of the community. Motherhood and femininity were expressed as 

values that could coexist, but motherhood was perceived as a priority over life for women.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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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tality of the maternal deficiency was emphasized. It was thus found that our society's 

expectations of the 'normal motherhood,' the fantasy of motherhood that could not exist, were not 

lost, but were hidden in the abyss of our society. The story of motherhood in When Camellia Blooms 
limited the possibility of 'mother', which is also a strategic base for women to create new power 

relations themselves, to the framework of patriarchal perception.

Keywords: Television dramas, Mother, Mothering, Motherhood,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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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드라마는 텔 비 의 생산물 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콘텐츠  하나이다. 방송사 입장

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장르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2000년  

반 이후, 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 이 드라마를 개시하면서 한국의 텔 비  드라마는 양 으

로 크게 증가했다. 2001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월평균 4.66편의 드라마가 방 되었지만 

200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월평균 7.86편이 방 되었다(정 희, 2019). 그만큼 텔

비  드라마가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 이 더 커진 것이다. 따라서 학술 분야에서도 텔 비  

드라마 연구는 여 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한 요한 연구 역으로 다루어진다. 

특정 시 에 유행하는 이야기에는 동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감성이 반 되어 있

다. 따라서 텔 비  드라마는 지나온 것을 담아내는 문화  용기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텔

비 이 사회와의 계 속에서 민감한 변화를 담아내기 때문에 텔 비 을 일종의 사회  아비

투스(habitus)라고 표 하는(원용진, 2002)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텔

비  드라마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 의 지배  가치와 욕망, 특정 상에 한 보편 인 념

과 사회  요구를 포착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텔 비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큰 화제가 되었다. ‘자식에게 그늘이 들지 

않게 평생을 바친’ 어머니와 자식에게 ‘뭐든지 딱 하나만 해주기’ 해서 목숨을 건 어머니가 드라

마 속에서 재조명된 것이다. 최고 시청률 23.8%로 종 한 <동백꽃 필 무렵, 이하 동백꽃>의 이

야기이다.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와 연쇄 살인범 추 을 거리로 시작된 드라마는 반 이후 이

야기의 심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졌다. 그 결과 ‘모성’이  하나의 요한 주제가 되었다(이유

진, 2019, 11, 11).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엄마가 있었고, 평생을 퍼주고도 

늘 자식 걱정인 어머니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 이게 만들었다(양소 , 2019, 11, 22). 물론, 

다양한 모성을 조명했다는 평가도 있었다(이정 , 2019, 12, 4). 하지만 드라마 홈페이지에 ‘편

견에 갇힌 여자가 편견을 깨고 나오는 이야기’라고 소개된 것이 무색하게, 여주인공의 극성과 

독립성보다는 엄마, 어머니, 공동체의 모성과 보살핌이 더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동백꽃>은 우리 모두를 로했고(이정 , 2019, 11, 22), ‘웰 메이드’ 드라마라고 평

가받았다(이경희, 2019, 12, 3). 한 조사에 의하면 2019년 11월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로그램 월별 1 ’ 다(한국갤럽, 2019, 11, 12). 하지만 그러한 평가가 어머니 혹은 여성의 입

장에서 볼 때 좋은 드라마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통 인 모성이 과다하

게 강조되어(송주연, 2019, 11, 16) 여성주의  에서 보면 불편함이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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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자 말고 그냥 엄마로 행복하고 싶어요.”(18 화)1)라는 여주인공의 말은 우리 사회의 통

념 인 모성에 해 생각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

본 연구는 <동백꽃>에 나타난 어머니 이야기의 근간을 형성하는 모성에 한 규정과 규범

을 분석한 것이다.2) 모성에 한 규정은 사회·역사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

만 텔 비  드라마에서는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행

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만 묘사되어왔을 뿐, 어머니 노릇의 막 한 책임감과 그것이 어머니를 지

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머니 노릇의 이면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동백꽃> 역시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 ‘어머니’는 여성으로 하여  자아 희생을 수용하게 하여 가부장  기획에 포획되는 개념

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여성 스스로 새로운 권력 계를 만들어가는 출발 이 되기도 한다

(채성주, 2009). 본 연구에서는 텔 비  드라마가 그러한 양면  가능성을 가진 어머니 혹은 

모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동백꽃>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백꽃>에 

나타난 모성에 한 규정과 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잘 만들어진 문화 텍스트가 담고 있는 모성

에 한 우리 시 의 기 와 타지를 밝히고 모성의 새로운 가능성에 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  논의

1) 모성 논쟁과 한국 사회의 모성 인식

‘모성’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다층 이다.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

물학  요소 뿐 아니라 양육  이데올로기라는 사회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 인 개념이므로 

단일하게 정의되기가 어렵다. <표 국어 사 >에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 ㆍ육체  

성질, 는 그런 본능’(국립국어원, n.d.)으로 정의되어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모성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발 하는 본성 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모성은 본질성, 무조건성, 

1) 동일 부제 하에 1일 2회 35분씩 방송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 부제 하에 방송된 2회를 1화로 표기하 다.

2) 모성은 어 maternity와 motherhood의 번역어이다. maternity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생물학  능력을 의미한

다면, motherhood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사회  개념이다(천성림, 2003). 모성 인식은 출산  

모성(maternity), 양육  모성 (mothering), 그리고 어머니로서 필요한 성품, 자질과 같은 인성  차원을 의미하는 

모성 정체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최은 , 2014). 본 연구에서는 maternity, mothering, motherhood를 모두 포

함하는 포  의미로서 ‘모성’을 사용하 는데, 이는 생물학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 이데올로기  측면까지 포

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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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윤혜린, 2005). 

모성에 한 이러한 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의 본질  정체감을 이루며 더 나

아가 여성은 ‘모성애’라는 생물학 , 태생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통념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통념은 모성을 자식의 안녕을 해  건강, 쾌락, 야망과 같은 역에서 어머니의 희생을 필요 이

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소모 인 정체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Ruddick, 1995/2002) 여성

에게 특히 억압 이었다. 그런데, 모성에 한 이러한 통념은 출산한 여성에게만 용된 것이 아

니다. 세라 러딕(Ruddick, 1995/2002)은 여성은 ‘상상을 통해 모인 집단(imaginative 

collective)’으로 출산 행 와 출산의 상징, 그리고 역사 으로 보호와 보살핌의 책임을 열정

으로 수행해 온 상상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하 다. 러딕이 말하는 어머니는 생

물학  출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mothering)을 하는 사람이며 이런 활동

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어머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  역할과 련하

여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인의 습 과 환상은 어머니 역할을 여성에게만 제한시키며 이러한 상

은 사회 , 경제  정책에 의해 증폭되어왔다(Ruddick, 1995/2002).  사회에서도 여성은 

잠재 인 어머니로서 돌 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기 된다. 안젤라 데이비스(Davis, 2012)는 

여성들이 모성성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66명의 여성(엄마)을 인터뷰하여 밝 낸 바 있

다. 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업 주부, 트타임 주부, 독신 여부에 상 없이 모두 모성을 여성의 

공통 경험으로 여기며 갈등하고 있었다. 역사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모든 여성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보살핌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되며, 이러한 기

는 가족 울타리 밖에서도 그 로 용되었다. 그리고 그 기 가 채워지지 못할 경우 그 여성 혹

은 여성 집단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이연정, 1999). 

1960년  말 ~ 1970년  ,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한 모성  어머니 노릇에 한 

규정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 다. 1980년 에는 모성에 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어머니가 되

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경험에 을 둔 주장도 두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

화를 거치면서 모성에 한 비 은 한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온 모성이 사실은 

사회 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입장이,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남성에 의해 규정되어왔다는 을 강조하면서 진행되어왔다(이연정, 1999). 오늘날 여성

주의 입장에서 모성에 한 근은 모성이 사회역사 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연구

로 모아지고 있다.3) 이 연구들은 사회마다 시 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과 지 에 한 정의는 다

3) 모성에 한 표  서 <만들어진 모성>에서 엘리자베트 바댕테르(Badinter, 1980/2009)는 모성은 만들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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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다양하다는 에 주목한다(이정옥, 1999). 하지만 여 히 모성에 한 논의는 어머니 노릇

을 사회 으로 고립된 노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가부장  모성 담론과 여성의 주체 인 모성론이 

충돌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모성을 규정해온 역사는 남성의 과 귀, 입으로 말해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통 으로 여성은 ‘나의 어머니’,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 역사 속에 배치되어 

왔다. 가족과 친지를 해 평생을 바친 여성은 ‘나의 어머니’로 칭송되었고, 모성은 말 그 로 가

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남성 심 으로 구성되었다(정지 , 2005). 문화 속에 여 히 잔존

하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서사가 한국 사회의 모성에 한 통념을 렷하게 보

여 다. 생물학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여성이 생애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존재라고 

사유되는 잠재  어머니 담론이 강하다. 그 결과 생물학  어머니가 ‘좋은 엄마’가 되는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며 출산자 어머니에게 우월한 치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의 일상에 편재된 IMF 이후 출산․고령 사회화에 한 

책으로 출산장려주의가 표방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도 변화하 다. 본

질주의 모성론을 비 하면서 모성에 한 다른 문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경아, 

2009), 모성을 리더십과 연결하려는 시도(김 옥, 2005; 이상화, 2005), 한국에서 모성이 사유

되는 방식의 변화를 감지하려는 질  연구(최은 , 2014), 1990년  모성 변화의 특징을 분석

하는 연구(신경아, 1999)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질 인 어머니 경험에서도 변화가 있었

는데, 2000년  이후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는 않는, 는 입양과 같이 생물학  출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머니의 치가 빈번하게 등장하

기 시작했다(최은 , 2014). 한국 사회에서 생물학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 히 강하고 출산이 

독려되었지만 여성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는 출산  모성의 의미가 약해졌다. 그에 따라 모성의 

생물학  기반이 약화되면서 생물학  속성과는 무 한 모성의 발 이 이루어졌다. 양육  모성

의 발 으로 모성은 구매, 행, 임 가능한 것으로 사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

이를 해 으로 시간과 에 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 죄책감이 구성되지 않았고 ‘엄마

으로, 모성애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만들어지며, 한 자녀들에게 베푸는 보살핌이라는 기회를 통해 생겨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능 인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한 모성애는 모든 여성에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

지 않으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아버지, 유모 등)도 자식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모성애에 의해서만 존재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 엘 서러(Thurer, 1995/1995) 한 역사  상으로서 어머니가 처했던 삶의 실상, 즉 

‘유모 제도’와 ‘자녀 유기’ 행은 자녀에 한 어머니의 무조건  사랑과 헌신이라는 의 모성 념과는 완 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성의 신화를 벗겨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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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논리가 수용되기에 이르 다. 변화된 모성 인식의 주체들은 모

성의 버거움과 과부하를 숨기지 않으며 주변의 자원을 극 으로 활용하 다. 이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 심주의 속에서 양육  모성의 제반 역은 임, 행의 형태로 상

품화되기에 이르 다. 그에 따라서 경제 주체로서의 ‘맘(mom)’이 생산되었고(최은 , 2014), 

모성 논쟁의 새로운 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모성에 한 가부장  인식과 여 히 여성의 생물학  잠재성을 강조하는 한국에서 여성들

은 최근에 하나의 큰 비난에 맞서야 했다. 바로 출산율 하의 책임 논란이다. 몇 년 , 출생률

의 격한 하를 여성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 기가 있었다. ‘출산 장려책’이라는 명분으로 발

표된 ‘출산 지도’ 논란은 여 히 변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여성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4)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 혹은 이기 인 반

국가 인 집단으로 몰아간 것이다. 한 출산의 원인을 소  ‘고스펙 여성’에게 돌리며 교육 수

과 소득 수 이 높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향 선택하라고 권장할 것을 책으로 내놓은 도 

있었다(김수정, 2017, 2, 26). 이후 여성계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간주하면서 동시에 

출산의 정책 , 사회  요인은 무시한 채 오로지 여성의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고 강력하게 항

의하 다. 2020년 재, 한국 사회의 모성에 한 논의는 양육 조건의 변화, 양육 방식의 변화, 

취업 여성의 양육 문제 등의 실  차원이 함께 고려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물학  모성에 한 기 와 통 인 모성 인식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

타나며 모성에 한 타지를 재생산하고 있다. 

2) 텔 비  드라마 속 어머니

텔 비  드라마 속 어머니 연구는 부분 여성주의 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

니에 한 념 자체가 여성의 희생과 수동성을 제로 하는 유교  질서와 맞물려있고, 그것의 

많은 부분이 시청자가 공감하는 지 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통 으로 텔 비  드라마 속 

어머니들은 사회 으로는 약하지만 자식을 해서는 강한 어머니로 묘사되어왔다.

이들 강한 어머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자식을 해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며 삶의 풍 를 헤쳐 나가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이다. 그들의 강함은 남성의 권 를 

4)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 한민국 출산 지도(birth.korea.go.kr)’에는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지원 혜택과 

출생아수  합산 출산율, 혼인율,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 등에 한 통계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국의 가임기 여성(20~44세) 황을 붉은 색의 명도 차이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모양의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가임기 여성 수를 기 으로 국 순 를 매겨놓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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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고 남성 가장의 부재 혹은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가부장의 역할을 떠맡거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가부장 권 의 복원에 기여했다. 다른 하나는 우악스럽고 드센 아내나 첩, 악독한 

시어머니 혹은 계모 등인데 이들은 개인  이익에만 심을 두는 부정  인물로 묘사되었다(이

미, 2011). 텔 비  드라마 속에서 어머니의 강함은 오직 가족을 해 헌신할 때만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한 사  역에 제한되어 나타났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드라마 속 어머니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통 인 희생 인 

어머니, 이고 극 인 어머니, 공동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머니, 권력자 어머니 등 다

양한 어머니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의 강한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권력을 행사

하거나 사회 으로 야망을 가진 어머니 다. 하지만 이들이 정 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 가정

에서 강한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통제하고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여 결국 가정을 멸시킨

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개되었다. 어머니의 욕망이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 사회 으

로 야망을 가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로서 묘사되었다. 이 역시 멸하는 

것이 보편 인 결론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  공간에서 힘을 가진 여성 자체가 과  재 되었을 

뿐 아니라 궁극 으로는 부정 으로 묘사되었다. 여성의 강함은 오직 가정 내에서 부수 인 권력

자일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다. 2011년 후로는 드라마 속 부잣집의 권력자가 아버지에서 어머

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되는 상이 뚜렷해졌다(이 미, 2011).5) 한국 경제계에서 활약

하는 여성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드라마 속 여성 기

업인이 과도하게 표 되고 재 된 것이다. 2000년  들어와서 텔 비  드라마 속 어머니 유형

이 더욱 다양해졌음은 홍지아(2009a, 2009b)의 연구에 잘 나타난다.

텔 비  드라마 속 어머니(모성)에 한 연구는 서사 략 연구(홍지아, 2009a, 2009b), 

재  연구(권양 , 2019; 김미라, 2018; 이은지, 2019),6) 모성 담론 분석(김강원, 2005)7)등 

모성과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계를 조명한 연구에 집 되어왔다. 이들 연구는 텔 비  드라

마 속 어머니의 모습에서 모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여 히 가부장  기

획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미라(2018)는 드라마 <마더>에

서 기존의 모성 신화를 해체시키는 모성 연 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지

5) 주간 드라마와 일일연속극 모두에서 이런 상이 보편 으로 나타났다. 특히 년 여성 어머니가 기업의 오  혹은 

최고 경 자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로열패 리>(MBC, 2011)의 JK그룹 회장, <마이더스>(SBS, 2011)에서 노쇠

한 아버지를 신한 경 인 모두 년 여성이다. 

6) 이들 모두 텔 비  드라마 <마더>(tvN, 2018)를 분석했다.

7)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에 한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모성 연구라기보다는 작가론에 더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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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 <마더>가 기존의 모성 신화나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 한 것이 아니며, <마더>에서 

모성의 실천은 계와 맥락 속에서 수많은 양상으로 발 될 수 있는 ‘다양체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 로 권양 (2019)은 <마더>가 남성의 질서가 만들어낸 신화  모성에 포섭되

지 않는 어머니들의 서사를 차용하기는 했지만 모성의 실존을 재 하기 보다는 기존의 모성 서사

구조를 답습하고 모성의 신성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마더>는 견고하게 제도화된 모성을 극복한 

텍스트는 아니라고 밝혔다. 동일한 텍스트에 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모성에 한 가부장  

서사와 새로운 가능성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잘 짜여있는 <마더>의 텍스트  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여러 개의 드라마를 분석한 홍지아(2009b)의 논문에는 텔 비  드라마의 가부장

인 모성 재 의 서사 략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홍지아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인 인 생산물인 ‘상징  경계’를 모성의 역에 목하여 한국 사회가 어떠한 어머니를 이상

인 어머니로 규정하는지를 분석하 다. 한 이러한 상징  경계가 어머니에 한 사회  차별의 

기제로 작용하는 맥락을 밝혔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일상 이고 보편 으로 소비되는 

문화가 이상 인 어머니와 어머니 노릇에 한 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규정해 가는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분석 드라마가 2007년 이 의 것이라는 이다. 분석 사례는 

지만 텔 비  드라마 속 어머니, 모성에 해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는 재, 이러한 경향이 문화 속에 표 된 모성 인식의 실질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단하기 해서는 보다 면 하고 신 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잘 만들어진 드

라마’ 안에서도 모성을 다루는 방식은 여 히 과거 지향 이라고 주장하며, 억압 이고 수동 인 

동시에 해방 이고 능동 인 개념인 모성의 새로운 가능성(채성주, 2009)이 텔 비  드라마의 

서사 속에서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인기 드라마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 상  연구 방법

1) 분석 상 

분석 상은 2019년 KBS2-TV에서 방 된 <동백꽃 필 무렵>8)이다. 이 드라마는 6.3%의 시청

률로 출발하여 지속 으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23.8%로 종 하 다. 최고 시청률 15%를 

8) 2019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방 된 수목 드라마이며 총 20부작이다(35분 기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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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 시작한 14화 때는 ‘TV 드라마 화제성’면에서 1 고, 이후 연속 4주 동안 화제성 지수에

서 1 를 기록했다(굿데이터코퍼 이션, 2019, 11, 26). 한 잘 만들어진 드라마로 평가를 받

으며 많은 상을 받아9) 사실상 시장성과 화제성, 작품성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

성주의 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드라마 반 이후, 주요 에피소드마다 어머니가 등장

하면서 ‘모성’은 <동백꽃>의 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동백꽃>에 나타난 어머니, 모성

에 한 규정과 규범은 모성 개념의 재사유를 요구하는 여성주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동백꽃>을 분석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스토리의 심인 것은 사

실이지만 이야기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 된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심에는 문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성 타지가 치하고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동백꽃> 이야기 속의 모성에 한 규정과 규범을 밝 내는 것은 동시 의 어머니의 역할과 모성

에 한 기 를 밝 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방법  분석 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 다. 텍스트 분석의 한계에 한 지 이 종

종 있어 왔지만10) 텍스트 분석은 내용의 심층  의미(latent meaning)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써 텔 비 과 시청자, 텔 비 과 사회의 계에 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김훈순, 2004). 따라서 텍스트 분석은 드라마의 서사에서 드러난 특정 개념이나 은연 에 표

된 이데올로기와 사회 통념 등을 분석하는 데에 여 히 리 쓰이고 있는 방법  하나이다. 텍

스트 연구에는 내러티  분석,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분석, 그리고 인물들 간의 계 분석이 

리 쓰이며, 사를 통해 인물의 세계 과 특정 개념의 인식 양태도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텍스트의 여러 구성 요소 에서 특히 등장인물, 주요 인물 간의 계, 주요 인물을 둘러싼 

에피소드에 분석 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텔 비  드라마는 기존의 문화 텍스트에서 검증된 캐릭터와 서사를 반복

하여 재생산함으로써 불안 한 시장에서 험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텔 비  서사

에는 보편 인 호소력을 가진 일정한 주제와 상황, 표 화된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김훈

순․김명혜, 1996). 하지만 그러한 반복은 종종 시청자의 흥미 감소로 연결되는 데, 그 이유는 

9) 2019년 KBS 연기 상에서 12개의 상을 받았고(동아일보, 2020, 1, 1), 제32회 한국PD 상에서 TV 드라마부문 

작품상을 수상하 다(김윤정, 2020, 4, 24). 한 제56회 백상 술 상에서 TV부분 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과 조연

상, 극본상을 함께 수상하 다.

10) 김순훈(2004)의 논문에 텍스트 분석의 장 과 한계가 잘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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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가능해지면서 극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의 반복에서 발생하는 지

루함을 보완하기 해 텔 비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심을 사건들의 흐름으로부터 ‘존재물들

(existents)’, 말하자면 배경과 인물 등의 등장과 변화로 옮겨 놓는다(Kozloff, 1987/1992). 

그러나 텔 비  드라마는 부분이 평범한 배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마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것은 인물과 인물 상호 간의 계이다(Kozloff, 1987/1992). 그러한 인물들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며 인물들의 행 는 기능  측면에서 동일한 목 을 수행한다(김훈순․김명혜, 

1996; Propp, 197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등장인물, 주요 인물 간의 계, 그들이 각자의 역

할을 수행하며 상호 교차하는 에피소드를 분석함으로써 텔 비  드라마에 내포된 가치와 념

을 포착할 수 있다고 단하 다. 한 드라마의 사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비교  명료

하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달 양식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어머니, 어머니 역할, 

모성에 해 직  언 하는 사를 모성에 한 규정과 규범의 단 근거로 요하게 활용하

다. 연구방법이 방법론 측면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동백꽃>의 모성 타지를 분석하기에 유용하

다고 단되었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동백꽃>의 어머니를 생물학  련성

과 세 를 심으로 구분하 다. 그 구분 내에서 각 어머니의 특징과 어머니 노릇의 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구분된 어머니 유형들을 비교하고 주요 인

물과 련된 에피소드를 분석하여, <동백꽃>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는 모성에 한 념, 모성 실

의 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화에 내포된 동시  모성에 한 기 와 타지를 밝

히고, 이러한 기 가 여성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성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 <동백꽃 필 무렵>의 어머니들 

<동백꽃>의 어머니 역할자는 생물학  어머니, 모성의 실천자, 부재한 어머니로 구분될 수 있다. 

생물학  어머니는 성인 자녀의 어머니와 은 엄마로 구분되고, 모성 실천자는 공동체의 여성 

구성원(‘옹벤져스’), 남편 혹은 남동생의 여성 보호자로 구분되었다. 한 이별이나 사망으로 인

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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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  어머니(Biological Mother)

(1) 성인 자녀의 어머니(Mother of An Adult Child)

성인 자녀의 어머니는 자식을 해 희생하는 형 인 어머니와 자녀에 한 과도한 심과 참견

으로 인해 자식의 삶에 방해가 되는 어머니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공통 으로 자식의 행복을 

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여 히 미숙한 자식들의 보호자 다. 특히 곽덕순은 희생 이고 인내하

는 통 인 한국의 어머니 모습으로 표 되어 <동백꽃>의 모든 어머니 에서 가장 형 인 모

습이었다. 

Character Name Career Focus of mothering

Biological 

mother

Mother 

of an 

adult 

child

Present

Deoksoon Kwak 

(Yongsik's mother)

Owner

(gejang restaurant)
Sacrifice, support

Jung-sook Jo

(Dongbaeg's mother)
Housewife Meal preparation

Hwa-ja Lee

(Jessica's mother)
Housewife Problem solving

Eun-sil Hong 

(Gyu-tae's mother)
Housewife Interference

Past

Deoksoon Kwak
Owner

(gugbab restaurant)
Raising three children

Jung-sook Jo
Pub employee,

housekeeper, etc.
Child abandonment

Young mother

Dongbaek Oh

(Pilgu's Mom)

Owner

(pub, drinking restaurant)
Interdependence

Jessica (Rebecca's mom) Freelance model
Neglect, 

indifference

Motherhood realizer

‘Ongvengers’

(Members of the 

Women's Community)

Owner(merchant) Care

Jayoung Hong

(Gyutae's wife)
Lawyer Care

Hyang-mi Choi

(Hye-hoon's older sister)
Pub employee

Absolute sacrifice, 

support

No mother

Unknown 

(Hyang-mi's mom)
Room Salon Owner Neglect

Unknown 

(Heungsik's mom)
Unknown None

Table 1. Characters of Mother in the TV drama "When Camellia Bl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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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곽덕순 (용식이 엄마)11)

은 시  남편을 잃고 유복자 용식을 포함하여 세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화재로 죽자, 혼을 

달랜다며 굿을 하는 과정에서 무당이 남편이 빙의한 것처럼 속이자 바로 낚아채서 내쫓았고(14 

화) 49재도 치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을 정도로(14 화) 억척스럽고 강하게 오로지 자식을 ‘먹

여 살리기’ 해 살았다. 동백과의 연애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용식의  지지자이자 후원자

이다. 통  에서 보면 가부장의 역할을 신한 형 인 강한 어머니상이다. 재, 옹산 

상인회의 회장이며 공동체의 소사를 챙긴다. 동백이 미혼모로 옹산에 들어와서 따돌림을 당할 

때 동백의 ‘베 (best friend)’를 자처하며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다. 동백이 용식과 사귀고 있

음을 안 순간 갈등했지만, 결과 으로는 동백과 동백의 아들 필구를 받아들이며 공동체 어른으로

서의 면모를 보 다. 덕순은 아들 용식의 엄마이자 동백의 보호자이며 공동체의 여가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② 조정숙 (동백이 엄마)

‘여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는 말이 동백의 실이 될까  불안해하며 산 인물이다. 남편의 폭력

을 피해 가출하 고, 먹는 것이라도 해결하라며 일곱 살 동백을 고아원 앞에 버렸었다. 식모로 

들어갔던 집의 남자와 재혼하 으나 사별하 다. 돈을 벌어서 아이를 찾아오기 해 식당일, 청

소, 술집 주방일 등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지문이 닳아 없어져서 출소에서 신원 조회가 

어려울 정도 다(6 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입양이 되었었고 정숙은 동백이 좋은 부모 에서 

잘 자라는  알고 안도했었다. 그러나 양되었고 더군다나 미혼모가 되어 술집을 운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변을 맴돌았다. 용기를 내어 동백을 만나러 간 날, 동백이 연쇄 살인범 ‘까불이’에

게 죽임을 당할 기에 놓인 것을 보고 스 링쿨러를 터뜨려서 동백을 구했다. 자신이 신장이식

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인 것을 알고 27년간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 다는 죄책감을 갖고 

‘뭐든 하나는 해 다’는 마음으로 동백을 찾아왔다. 생명보험을 동백의 앞으로 해주려는 것이다. 

동백의 아들 필구를 ‘동백’이라고 부르며 어린 동백에게 못해  것을 필구에게 해주었다. <동백

꽃>에서 정숙의 공동체 인 역할은  없다. 먹이지 못해서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정숙의 어머니 역할은 1차원 인 것, 즉 자식을 먹이는 것에 집 되어있다. 

11) 이하 모든 인물의 명칭은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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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화자 (제시카 엄마)

화자는 딸의 해결사이다. 딸의 첫 번째 결혼을 숨기는 것도, 사 의 여자를 찾아내는 것도, 딸 부

부가 이혼하게 될 때 딸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사 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손녀

를 돌보는 것도 모두 화자의 일이었다. 가부장 인 남편은 “상미(제시카 본명)가 다시 집에 오면 

당신까지 쫓겨날  알아. 당신이 애를  모양으로 키웠으니까 그 지”(18 화) 라고 윽박지르

고, 화자는 그런 남편을 무서워했다. 딸의 실수는 곧 남편의 폭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남

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해 딸의 모든 일을 신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그런 화자 

때문에 딸이 철없이 자랐다고 비난하고 딸은 그런 엄마 때문에 ‘애처럼’ 컸다고 화자를 원망한다. 

④ 홍은실 (규태 엄마)

은실네는 옹산의 알부자이다. 은실은 아들에게 헬리콥터 맘이다. 은실의 핸드폰에 남편은 ‘ 생

의 업보’로 장되어있다(12 화). “꼴값도 유 ”, “왜 자꾸 화질 해?”(12 화)라는 사를 보면 

남편에게 기죽어사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들 규태에게는 생선살을 발라서 밥 에 얹

어주고(10 화), 이혼에 훈수를 두며(12, 13 화), 이혼하는 법원 앞까지 따라왔다(14 화). 하지

만 살인 명을 썼다가 며느리 자  덕분에 풀려난 규태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엄마가 왜 와? 엄

마가 오니까 자 이가 못 왔지”(18 화)라며 은실을 원망한다. 은실 역시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다. 

 

(2) 은 엄마(Young Mother)

은 엄마들은 공통 으로 곁에 남자(남편, 연인)가 있다. 다만 자식이 우선인 엄마와 자신이 우

선인 여자라는 차이 이 있다. 동백은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하려했고, 제시카는 엄마보다는 개인

으로서 주목받고 싶어 했다.

① 오동백 (30 , 필구 엄마)

<동백꽃>의 여주인공이며 캐릭터 변화가 가장 큰 인물이다. ‘고아’, ‘미혼모’, ‘팔자 센’, ‘술집 여자’ 

등 부정 인 수식어와 편견으로 인해 주 이 들어있으나, 용식을 만난 후 변했다. 7살 때 생모에 

의해 유기되었고 20  반에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하 다. 6년 에 옹산으로 이사 와서 ‘까멜

리아’라는 ‘술만 는’ 술집을 열었고, 좌천되어 옹산 출소로 오게 된 용식과 연애를 시작하

다. 용식은 동백을 ‘옹산의 다이애나’로 부르고 마을 남자들은 동백을 하 하며 이름을 부른다. 

동백을 표 하는 수식어 에서는 ‘이쁘다’는 말이 으로 많고, 아들 필구는 엄마에게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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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 씨들과 엄마를 ‘찝쩍이는’ 아 씨로부터 엄마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들 필구를 

강종렬(필구 아빠)과 련 없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렬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연쇄 살인범이 해도 ‘까멜리아’에서의 일상생활을 계속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

의 인생과 입장, 몫에 해 존 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13 화). 하지만 수산시장에서 까불

이의 방화에 노출된 장면(13 화)에서는 험에 처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여성 희

생자’에 한 형 인 고정 념이 반 되어 있어서 드라마 홈페이지의 소개처럼 ‘강단 있고 원칙 

있는’, ‘독립 이고 담담히 제 길을 가는’ 능동 인 여성인가에 해서는 의문이 든다. 부모, 공동

체 등 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최향미를 챙기는 유일한 인물이다. 

② 제시카 (30 , 베카 엄마, 본명 박상미) 

리랜서 모델이며 7만 7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스타이다. 그녀가 SNS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종렬의 부인이기 때문이므로 ‘미세스 강종렬, 제시카’라는 타이틀에 집착한다. 야구 선수의 

부인이지만 소  ‘내조’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된다. 어학연수 3개월 갔다 온 경험

으로 자신을 ‘뉴요커’라고 표 하며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동선을 거의 생 계에 

가깝게 SNS 상에 노출시키며 인증샷에 강박이 있고 ‘좋아요’ 댓 과 DM(Direct Message)에 

집착한다. 강종렬과의 결혼은 사실상 두 번째이며 첫 결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출산하 고, 딸의 양육에는 심이 없어서 딸은 양가 할머니가 번갈아서 돌보고 있다. 남

편과는 별거 상태이다. ‘ 라노 유학’을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제16 화 <공수교 >편부터 개인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19 화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마지막 회에서 ‘SNS 스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엄마 화자로부터 독립하여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2) 모성 실천자들(Motherhood Realizer)

(1) ‘옹벤져스’, 옹산의 여자들

옹산의 여자 6명은 옹산의 경제권을 쥐고 있으며12)이들의 남편은 그녀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

한다. 이들은 덕순과 함께 상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동백을 따돌린 것도 이들이며13) 마지막에 

12) 옹산에서는 “게장 작권이고 상속권이고 다 딸들 아니면 며느리 승계”(1 화)이다.

13) 마을 여자들은 ‘장미 아 트’ 값이 떨어지는 것도 ‘까멜리아’ 탓이며, ‘환락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동네 ‘개차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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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을 감싼 것도 이들이다. 특히 박찬숙은 여론을 주도하는 실세이며, ‘원래 사람은 부 끼고 치

고 서로 신세도 지며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주의  사고가 강하다(KBS, 2019). 이

들은 계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서로의 아이들을 챙기며 공동 육아를 수행한다. 이들은 용식이 

‘기 귀 찰 때부터’ 돌 왔고14) ‘완장 차기 좋아하는’ 규태도 어릴 때부터 왔다. 동백은 옹산에 

이사 온지 6년이 넘었지만 이들의 계에 끼지 못했으나 궁극 으로는 동백과 필구 모두 이들의 보

호를 받았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 최향미와 살인자 박흥식은 이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2) 홍자  (남편의 보호자) 

변호사이며 동네에서 가장 고학력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혼사택일, 작명을 포함한 모든 

소사에 해 자 에게 자문을 구한다. 남편(노규태)은 동네 유지의 아들이며 공고 출신의 안경사

이다. 자 은 선자리에 나온 규태에게 극 으로 시하며 결혼하자고 먼  말했다. 규태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차기 옹산 군수가 되고 싶은’, ‘완장 차기 좋아하는’ 규태는 이러 러한 실수들

을 해결해주는 자 을 종종 ‘ 나’라고 부른다. 남편이 주 5일은 ‘까멜리아’에 드나든 것을 알고 

자존심이 상해 복수를 결심했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했으나 궁극 으로는 연쇄 살인범

으로 몰릴 뻔한 남편을 구하고 재결합하 다. 

(3) 최향미 (남동생의 보호자, 본명 최고은)

첫 회에 옹산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은 향미 다. 향미는 ‘까멜리아’에서 병뚜껑에 양주를 부

어서 몰래 마시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했다(1 화). 동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말을 듣는 것과 달

리 향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말을 한다. 술집을 한 경력이 있고 나이가 든 많든 모든 남

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손님상’에 앉아서 술을 얻어먹는다. 떡집 아 씨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규태에게 돈을 요구하고 서울서도 돈을 떼먹고 잠수를 탄 상황이었다. 동백이 만들어  셋집 

보증 도 다 쓰고 ‘까멜리아’의 쪽방에서 잠을 자며 싱크 에 머리를 감는다(4 화). 사람들의 비

을 많이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1억을 ‘땡겨서’, 코펜하겐으로 가

는 것이 목 이기 때문이다(4 화). 동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향미에게 돈을 뜯겼거나 박을 받고 

있어서 이들은 향미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소한 것들을 훔치는 버릇이 있다. 결국은 

는 것도 한 순간이라며 동백을 못마땅해 했다(2 화).

14) 용식은 골목이 같이 키웠으며, 오지 은 용식이를 코 닦아주며 키웠다는 말을 자주 한다(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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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의 돈 3,000만 원도 훔쳐서 달아났다. 까불이의 정체도 제일 먼  알았지만 동백을 신하

여 배달을 나갔다가 살해당했다. 돈에 집착하는 향미의 행동은 코펜하겐에 있는 남동생을 한 

것이었음이 12 화에서 밝 졌다. 정착  1억을 모아서 코펜하겐으로 가려고 했고 남동생 혼자서 

아내 병수발 하는 것을 걱정하며 가겠다고 했지만 거 당했다.15) 향미가 살해된 후 용식이 코펜

하겐으로 화하자 남동생은 뜸 나에게 빚이 있는지, 있어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14 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희생했지만 버림을 받는 인물의 형을 보여 다. 

3) 어머니의 부재(No Mother)

<동백꽃>의 주요 인물 에서 어머니나 여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최향미와 박흥식이다. 

향미의 엄마는 술집을 운 하며 향미 남매를 방치했고 흥식의 엄마는 등장하지 않았다. 흥식의 

아버지는 ‘벌어먹고 산다고’ 흥식을 챙기지 못했고 흥식은 친구도 없이 ‘맨날 고양이만 죽이는’ 아

이로 성장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잡아 온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거짓말하거나 ‘뺨

따구’를 쳐보는 정도 다(20 화). 결국은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자, 

아버지 스스로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행동하며 6년을 버텨왔다. 흥식이 아버

지 다리가 멀쩡한 것을 알고 다시 살인을 시작하자 아버지는 스스로 흥식을 신하여 살인자 

명을 썼다. ‘엄마 없으면 인생 망나니’라는 향미와 까불이가 된 ‘엄마 없는 불 한’ 흥식의 이야기

에서 양육과 보살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5. 텔 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타난 모성 인식

1) 모성의 성: 본능, 운명, 무조건성

<동백꽃>의 모성에 한 인식은 덕순, 정숙, 동백 등 심인물의 행 와 사, 자녀와의 계 속에

서 포착할 수 있다. 덕순의 모성은 ‘에미’라는 단어와 ‘천성이 엄마’라는 인물 소개 (KBS, 2019)

과 아들 용식을 향한 표 들에 함축되어 있고, 정숙의 모성은 반복 으로 내뱉는 ‘뭐든 하나는 해 

다’는 각오에 잘 나타나 있다. 동백의 모성은 ‘엄마로서 행복하겠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었다. 이

들은 공통 으로 자식을 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해왔고 앞으로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표

15) 그런 동생에게 “나도  같은 싸가지 필요 없어, 서로 연 끊고 살자”(12 화)며 냉정하게 말했지만 이 한 동생의 

‘정을 떼 주기’ 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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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모성은 어머니의 본능이자 운명이라는 인식은 정숙-동백의 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

다. 여기서 모성은 자연의 섭리만큼이나 명징한 것이며 본능 이어서 동물  감각을 수반한다고 

표 되었다.16) 정숙이 ‘배라도 곯지 말라고’ 동백을 버렸지만 27년 동안 동백의 주변을 맴돌면

서 자식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을 살펴왔다. 병이 들어서는 ‘목숨 값’인 생명보험 을 주기 해 

나타났다. 이러한 정숙의 행동을 동백은 뻐꾸기에 비교하 고 엄마의 존재를 신의 리자에 비유

하 다. 이는 모성을 생물학  어머니에게 자연 발생 으로 생성되는 속성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 자식이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하지만 성장해도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죽을 때

까지 모성의 굴 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17) 그래서 모성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실천해야 

하는 운명인 것으로 표 되었다. 

그러한 모성은 강하고 희생 이며 무조건 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해서

는 무엇이든 참아야 했다. 인내하는 어머니, 자식과 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견디어 온 어머니

의 모성은 ‘30년 동안 져줬으니 이번에도 져’달라는 용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18) 여기서 덕

순의 모성은 , 희생 , 무조건 이고 견고하다. 이는 기존의 통  어머니상을 그 로 보

여 다. 나약한 은 정숙의 모성은 덕순의 모성과 결이 조  다르다. 드라마 기에 정숙은 자

신의 행복을 해 자식을 떠난 모성의 가장 부정 인 형태를 보여  인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식을 한 것이었고 자식에게 생명보험 을 남기기 해 돌아왔음이 밝 진 순간부

터 정숙의 모성은 목숨을 거는 희생 인 것임을 상징했다. 나이 든 어머니가 목숨을 자식을 한 

희생의 도구로 삼았다면 은 엄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희생하고자 했다. 동백은 “나를 두고 결

혼하려 하냐?”는 아들의 한 마디에 연애를 지하고,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다(18 화). 

어머니들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부정 인 결과가 나타나면 어머니는 자신

을 탓했다. 덕순은 용식이 범죄자에게 칼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용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은

행에서 강도를 잡은 날을 떠올리며, 그날 공과  내라고만 안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까라며 자신

16)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더니…….’(15 화, 동백 독백), “짐승의 애미도 자식한테 해 끼칠 

놈은 백리 밖에서부터 알아…….”(15 화, 정숙), ‘뻐꾸기는 결국 제 자식들 자리를 못 떠난다’(15 화, 동백 독백)는 사

가 이를 잘 표 하고 있다. 

17) “애를 고아원에 버리고 천원 김밥 사서 소풍가게 만들고 필구도 혼자 낳고 몸도 혼자 풀었는데 ......”(16 화, 동백), 

“군 에서 선임에게 귀퉁베기 맞았을 때 군 로 닭 300마리 튀겨난 여자여……, 용식이 뒤에 덕순이 있어”(15 화, 덕순) 

라는 사에서 성인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8) 아들 용식이 동백과 사귀는 것을 알고 덕순은 엄마와 동백 둘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 그러자 용식은 30년 동안 

져 줬으니 이번에도 져 달라고 말한다(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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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탓하고(1 화), 정숙은 동백이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동백 한 

필구가 학교에서 기가 죽어오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자책하 다. 자식의 재를 ‘내 탓’으로 생

각하는 모성 실천 결과에 한 부담은 심 인물뿐 아니라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표 되었다. 화

자와 은실은 마지막 화에서 자신들의 과도한 사랑과 참견이 자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자식과 거

리두기를 실천했다. 평생을 희생하고 사하면서도 어떤 경우도 자식을 탓하지 않았고 그 결과까

지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어머니 노릇의 부담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 되어 있었다. 

2) 모성 실천의 순결성과 도덕성

그러한 모성의 실천 과정은 순결하고 도덕 이어야 했다. 이는 정숙과 향미를 비교함으로써 악

할 수 있다. 한 동백에 한 외 인 묘사에서 포착할 수 있다. 은 정숙은 동백을 데리고 있

는 동안은 술집에서 밥, 청소, 빨래는 했지만 ‘손님상에 앉는’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백이 ‘오빠’라는 말을 배우고, 술집 여자가 동백이 크면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자 바로 

거리로 나왔다. 손님상에 앉기 시작한 것은 동백을 고아원에 맡기고 난 후 동백을 다시 찾아오기 

해 돈을 벌기로 결심한 이후 다. 한 재혼은 했지만 이는 돈을 벌기 해 식모로 일한 과정

에서 발생한 것이며, 재혼 에도 의붓자식들의 구박을 받으며 청소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정직한 돈으로 동백에게  보험 을 넣었다. 정숙은 재혼 과정에서 소  ‘그런 돈’으로 생활하지

도, 동백의 보험 도 넣지 않았다.19) 정숙의 ‘과거’가 모두 동백을 한 희생이었음이 밝 지면

서 비로소 정숙의 모성이 인정되었다.

반 로 향미의 돈은 부정한 것이었다. 향미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유기한 엄마를 신하

여 어릴 때부터 남동생을 돌 왔다. 술집에서 일하고 손님상에 앉았으며 박과 공갈로 돈을 ‘뜯

어내었다’. 그 돈이 남동생에게 보내졌다. 정숙과 마찬가지로 향미 한 모든 것을 희생하 지만 

향미의 실천은 그 방법이 순결하지도 도덕 이지도 않았다. 결과 으로는 남동생에게 버림받았

고 최종 으로는 살해되었다. 

동백의 경우는 향미와 다르다. 동백은 술집을 운 하는 미혼모이다. ‘술집’, ‘미혼모’는 둘 

다 여성의 타락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의 모성이 인정되는 것은 성과 련된 부

정한 서사를 걷어낸 이야기 방식에 있다고 단된다. 술집에서는 ‘술만 팔고’, 치근 는 아 씨들

19) 정숙은 보험 이 아버지 돈으로 들어간 것이니 자기들 것이라는 의붓딸에게 딸  보험 에 ‘그런 치사스런 돈’넣지 

않았고 청소하면서 번 돈이라고 소리쳤다. ‘27년을 못 먹인 딸년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밥은 굶어도 안 리고 20년을 부

었다고 말한다(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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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땅콩을 주지 않거나 ‘치부책’을 쓰는 방식으로 처했다. 용식과의 연애에서는 손도 ‘트지’ 

않았다. 반면 향미는 모든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고 여성성을 도구로 하여 남성들에

게 돈을 요구한 타락한 여성이었다. 

3) 모성의 성숙과 물림

<동백꽃>에서 모성은 그 자체가 성장 과정을 가진 것으로 여성의 나이 듦이 모성의 성숙과 등치

되어 있었다. 한 모성은 자식의 성장과 함께 특정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며 어머니에게는 

본능이지만 자식은 그로부터 독립해야 어른이 된다는 모순 인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

한 인식에는 성숙한 모성이란 어머니의 체 삶을 오롯이 자식에게 맞추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

되어 있다. 이는 은 엄마와 나이 든 어머니를 비교함으로써 밝 낼 수 있었다. ‘성장하는 모성’ 

인식은 ‘엄마가 되어 도 엄마를 못 따라간다’(20 화)는 동백의 독백에 축약되어있었다. 나이 든 

어머니의 모성은 은 엄마의 모성을 앞서가며 지속 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은 엄마는 나이든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모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 모성은 미숙하고 연약하여 단독으로는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다. 은 엄마는 덕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린 자식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했다. 은 정숙은 동백 아빠의 폭력을 피해 

가출하 으나 어린 동백도 자신도 보호하지 못했다. 고아원에 유기한 동백을 되찾기 해 식당

일, 청소, 술집 작부, 가정부 등을 거치면서 정숙은 나이 들었고 그에 따라 연약하고 미숙했던 모

성은 강하고 단단해졌다. 은 엄마 동백도 성인이지만 용식이나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었고, 필구를 돌보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동백은 향미의 유일한 보호자 지만 그

를 지킬 수도 없었다. 제시카는 ‘미세스 강종렬’이라는 타이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딸인 

베카에게 심조차 없었다. 이에 비해 나이 든 어머니의 모성은 강하고 견고했다. 이들의 모성은 

스스로 충만하고 자립 이었다. 덕순은 삼형제를 먹이기 해 온 히 자신의 삶을 바치며 억척스

럽게 돈을 벌었고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는 돌 의 역을 공동체로 확장하 다. 정숙은 어린 시

 ‘먹이지 못한’ 동백에게 ‘목숨 값’을 주기 해 찾아왔고 동백을 하는 연쇄 살인범과 돈을 

탐내는 의붓딸의 횡포에 강하게 맞섰다. 

<동백꽃>에는 모성이 성숙의 과정과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

다. 아직은 그 모성이 미숙하고 불완 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동백은 아이처럼 

받고 모두에게 간섭받거나 보호받아야 했다.20) 해결사 화자와 참견쟁이 은실의 모성은 강하

20) 마을 사람들이 30 의 동백을 ‘동백이’로 부르며 하 하는 것은 동백을 미성숙한 어린 아이로 취 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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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긴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자식을 망친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으로 표 되었다. 

그 결과 자식은 재의 부정  상황이 모두 ‘엄마 탓’이라고 원망하 다.21) 정숙 한 동백을 유

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 이후 동백을 찾기 해 애쓴 삶이 밝 지기 까지는 ‘비정한 모

성’으로 인식되었다. 이 비정한 모성은 생물학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화자와 은실의 과도한 

모성은 양육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부정 으로 묘사되었다. 어떤 맥락에서건 이러한 묘사에

는 어머니의 삶은 철 하게 자식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가진다는 인식이 반 되

어 있었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한 모성은 지 나 유산을 물려주듯이 물림되거나 다른 이들

과 공유되었다. <동백꽃>에서 모성은 세 와 세 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로, 윗세 에서 아랫세 로 물림되고 공유된다는 인식이 반 되어 있었다. 모성의 승과 공유

는 정숙-동백, 덕순-동백, 덕순-정숙의 계에 잘 나타난다. 동백은 자신의 모성 결핍 경험을 아

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마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자 복이 없어 혼자 아

이를 키우며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의 팔자가 물림 될까  불안했고 자식을 버리는 모성이 

물림 될까 불안했기 때문이다. 생물학  계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계에서도 모성은 매개

체가 되고 승되었다. 덕순-동백은 서로 ‘베 ’ 으나 용식이 끼어들면서 갈등했다. 하지만 동백

이 ‘자식 키우는 엄마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덕순과의 계가 회복되었고 결과 으로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는 친 한 계가 되었다. 한 은 덕순- 은 정숙은 ‘엄마임’을 매개로 물질  어려

움을 공유했고,22) 나이 든 덕순-정숙은 성인 자식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감정을 공유하 다. 

이들의 모성은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동시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었고 통처럼 한 세 에서 다

음 세 로 승되었다. 

4) 모성의 공공성

<동백꽃>에서 모성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공성23)을 띄고 있으며 공동체  실천으로 확장

다. 이는 단지 미혼모로 술집을 운 하는 신분  치 때문만은 아니다. 

21) 규태는 자 과 이혼 후 “엄마가 나를 이 게 애처럼 키워서”그 다고 엄마를 비난하며 “나 잘 사는 거 보려면 엄마는 

이제 좀 조연으로 빠지”(14 화)라는 장면과 제시카가 “엄마가 맨날 알아서 하니까 내가 등신천치가 ”(17 화)다며 원망

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임신한 은 덕순은 배고  은 정숙을 가게로 들여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온다며 자신이 먹기 해 만들어둔 족발

을 나 어주었다(14 화, 과거 회상)

23) 사이토 이치(Saito, 2000/2009)는 공공성을 ‘국가에 계된 공 인(official)것’, ‘특정한 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계된 공통 인(common)것’, ‘ 구에게나 열려 있는(open)것’으로 의미를 구분한다. 본 에서는 ‘공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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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덕순은 ‘노상 억척 떨다가도 골목 사람들 힘든 일 있을 땐 남몰래 큰돈 꿔’주고, ‘ “천

성이 엄마”라 지 도 배고  놈은 일단 잡아서 뭐든 먹이고 본다’. 덕순은 어린 용식을 키우고 성

인 용식을 돌보는 사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보살핌의 리자로서 공 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한다. 드라마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에서 ‘할크러쉬 덕순의 리더십은 지갑에서 나왔다’고 표 된 

것처럼, 아들 셋을 키우기 해 억척스럽게 벌었던 돈을 이제는 굶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멕

이’거나 빌려주는데 사용하는 것이다(KBS, 2019). 동백이 옹산에 처음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미혼모’, ‘술집’, ‘유흥업소’, ‘환락가’, ‘동네 개차반’ ‘아 트 값 떨어져’를 걱정할 때 동백의 ‘베 ’

를 자청하며 동백을 ‘품었다’. 

모성의 공동체  실천은 옹산의 여성으로 구성된 ‘옹벤져스’의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들은 상호 부재시 서로의 아이를 먹이고 재우며 공동 육아를 실천했다. 어린 용식의 코도 닦아주

고 기 귀도 갈며 업어 키웠고 노규태의 어린 시 에도 이들이 있었다. 그 게 자란 용식과 규태

에게 이들은 여 히 ‘이모’인 감정  보호자 다. 이들에게 ‘미혼모’, ‘술집’, ‘이쁜’ 동백은 등장 

기에는 견제의 상이었지만 궁극 으로는 공동체의 공동 자식으로 입양된 모양새이다. 이는 동

백을 지속 으로 살피고, 참견하고, 챙기고, 훈수 두는 덕순과 ‘옹벤져스’의 일방향 인 행 에서 

잘 드러난다. 모성이 자식에 해 일방 인 것처럼 이들의 행 도 동백에게 일방 이었다. 

이러한 행 는 양육과 돌 의 사  차원을 공  역으로 확장한 모성의 공동체  실천을 

보여 다.24) 구 구의 자식과 같은 구체  상뿐만 아니라 마을 체에 해 돌 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혹은 여성)가 공동체의 수장이라는 이 어머니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모성 리더십’ 혹은 ‘여성주의  리더십’25)을 장담할 수도 없

다. ‘여성 심 유사친족경제공동체’(권김 , 2019, 11, 14)라고 할 수 있는 ‘번 회’가 옹산의 

경제  실권까지 쥐고 공동체의 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옹산서 oo달린 놈 있어 야” 주차나 시

키는 것 이외에는 쓸데없고, “옹산에 사내 있어 야......범퍼나 해먹”(1 화)는 무능하고 무력한 

남성 집단만 있고 남성 연장자가 없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환상이기 때문이다.

것(common)’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하 다.

24)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덕순과 ‘옹벤져스’의 어머니 역할은 옛 마을과 같은 상호신뢰에 기 한 돌  공동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조한혜정(2006)의 돌  공동체는 포 인 의미에서 서로 돌보는 문화를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장수정, 2012).

25) 여성주의  에서 리더십을 새로이 정의한 방식에 의하면, 리더십은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 체제 안에서 사람들

의 삶을 개선시키는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상화, 2005, 15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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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성과 여성성의 회색지

<동백꽃>에서 어머니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의 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여주인공

의 연애사를 통해 악할 수 있다. 여성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를 생각할 때 그것은 통 인 모성  가치들과 충돌한다(장혜진, 2010). 동백의 사 “  그냥 

엄마 할래요. 여자 말고 그냥…….엄마로 행복하고 싶어요”(18 화)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한 모

성의 우선성을 축약 으로 보여 다. 이 말에는 ‘여성의 행복 = 어머니로서의 삶’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반 되어 있다. 성역할 고정 념 속에서 부여된 어머니의 역할은 여성이 갖고 있던 자신

에 한 개별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아이를 보살피는 모성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체하게 만

든다. 이러한 모성  정체성은 개별  인격체로서 여성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자존감을 

‘어머니’로서 지켜가게 만들고 여타의 정체성과 지속 으로 긴장을 유발한다(양민석, 2005). 이

러한 념은 개별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모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며, 어머니가 존재하는 시공간의 변화와 모성의 실제 인 변화 양상들 한 포착할 수 

없게 만든다(양민석, 2005). 

<동백꽃>에서 나이든 어머니들은 모두 남성 동반자가 없거나 계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온 히 어머니 역할에만 념하 다. 따라서 모성과 여성성26)의 갈등은 은 엄마들에게만 나

타났다. 동백을 수식하는 말 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쁘다’이다. 이는 용식 뿐 만 

아니라 옹산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반복 으로 표 되었고, ‘옹산의 다이애나’, ‘옹산의 여왕’

이라는 표 과 함께 동백의 여성  매력을 나타냈다. 여성의 성  매력과 욕망은 모성과 충돌하

는 하나의 큰 축이다. 하지만 모성과 여성성의 충돌은 ‘엄마로서’ 행복하겠다는 동백의 한 마디에 

의해 모성의 승리로 끝났다. 동백이 미혼모 임에도 비난받지 않은 것은 그녀가 출산과 양육 어느 

면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식을 해서라면 여성으로서의 삶을 버릴 비가 되어있는, 

즉 모성의 우선성을 받아들 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니라 ‘여자 혹은 자신’으로 살고자 한 제시

카와는 반 이다.

<동백꽃>은 미혼모나 엄마의 연애  재혼에 개방 인 이야기여서 얼핏 보면 모성과 여성

성이 공존하는 회색지 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성과 여성성에 해 새로운 서사를 

쓰거나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공존을 받아들이지만 우선순 는 모성에 두는 방식

26) 여기서 여성성이라는 용어는 성  매력이라고 생각되는 외면  아름다움을 포함하여 사용되었다. 사회로 올수

록 여성성은 모성처럼 사랑과 포용성을 나타내는 내면  부드러움과 더불어 성  매력이라고 생각되는 외연  아름다움

으로 거론된다(부정남,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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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모성과 여성성은 둘 다 지켜질 수 있을 때만 공존 가능

하며 택일의 상황에서는 모성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반 한다. 결과 으로 모성은 어떤 경우에도 

버려져서는 안 될 불가피한 것으로서 강조되었다. 성차별에 한 거부감과 여성의 주체  삶에 

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는 어머니는 더 이상 여성  삶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꽃>은 여성성을 모성의 실천을 보장한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처럼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삶에 한계를 설정했다. 

6) 모성 결핍의 가

<동백꽃>에서 모성 결핍의 가가 얼마나 치명 인지는 어머니가 돌보지 않는 아이, 여성의 보살

핌을 받지 못한 존재를 통해 표 되었다. 어린 동백과 어린 향미, 성인 향미와 성인 흥식이 그들

이다. 그나마 어린 동백은 주변을 배회한 엄마의 보살핌을 지속 으로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옹산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단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린 향미는 

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27) 엄마의 돌 도 공동체의 돌 도 받지 못한 성인 향미와 흥식은 

살인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모성  보살핌

을 수행하기 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 모성의 실 이 가되기 쉽다. 하지만 흥

식과 향미 주변에는 그러한 여성이 없었다. 규태와 제시카는 덜 이상 인 어머니일지라도 그 존

재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  상황에 몰리지는 않았다. 아내 없이 홀로 흥식을 돌보는 흥식의 아버

지는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려 아들의 살인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었으나 연쇄 살인을 막을 수

는 없었다. 성인 향미와 흥식의 재를 통해 어머니(혹은 여성)의 모성  실천과 보살핌이 개인

과 공동체의 존속에 필수 인 것으로 강조되었다. 

6. 결론  제언

<동백꽃>은 존재할 수 없는 모성에 한 타지를 이야기한다. 그 타지에는 모성은 여성의 본

능이자 운명이며 무조건 인 것이라는 모성의 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모성의 실천은 순

27) 조안 트론토(Tronto, 1993)는 보살핌의 네 가지 국면을 염려하는(caring about) 단계, 돌보는(taking care of) 

과정, 보살핌을 실천하는(care-giving) 과정,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보살핌에 응답하는(care-receiving) 과정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 다. 이  마지막 과정을 가장 요하다고 평가하 는데, 이는 보살핌의 욕구가 실제로 충족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향미는 이  첫 번째 단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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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도덕 이어야 하며, 자녀의 성장과 함께 성숙하여 나이든 어머니에게서 은 엄마에게로 

물림된다. 어머니의 역할은 공동체  차원에서도 요한 것이며, 어머니로서의 삶과 여성으로

서의 삶은 공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정체성으로서의 삶은 모성의 역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선물

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성의 역할은 무도 요한 것이어서 모성 결핍 가는 개인과 공

동체의 존속에 치명 이다. 

텔 비  드라마에서 어머니 재 , 혹은 모성에 한 서사가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간

간히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동백꽃>의 모성 이야기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

다. 하지만 이러한 회귀가 낯설지는 않다. 왜냐하면 1990년  반 IMF시기에도 통 인 어머

니, 강한 어머니가 드라마 속으로 복귀했었기 때문이다.28) 이 드라마들은 가난한 시 을 살아내

며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낸 ‘자식 바라기’ 어머니상에 한 그리움을 표 한 것이었다(권정숙, 

1998, 3, 14). 하지만 그  <아씨>는 시 에 맞지 않는 인고의 여인상만 강조한다고 여성 단체

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29)

2019년 재, 우리 사회가 강인한 어머니, 모성에 한 타지를 들려주는 <동백꽃>에 열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의 기시에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형 인 역할이 남

성을 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강인한 모성이었다(신경아, 1999). 기 때마다 강한 어

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여성에게 일종의 안 핀(buffer)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  행에 이유가 

있다. 강하지만 희생 인 통 인 어머니는 남성이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메우고 모든 것을 본래

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요한 기제(신경아, 1999) 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모성에 

한 의식 변화, 모성에 한 재사유의 사회  분 기는 그러한 타지가 노골 으로 표 되는 것을 

지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동백꽃>은 단지 말해지지 못할 뿐 여 히 우리 사회의 심연 속에 숨

어있는 실존할 수 없는 어머니에 한 환상을 살짝 건드려  것인지도 모른다. <동백꽃>은 그러한 

모성의 환상을 과  표 하 고 이 환상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  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실을 견디게 하는 모순 인 힘으로 기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더 이상은 남성의 

임 으로만 생활할 수 없게 된 생존 환경과 차 낮아지는 출생률을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계

를 돌보고 먹이는 어머니와 출산․양육․정체성 차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여주인공

은, 실제 어머니들의 실 경험과는 무 하게, 사회  차원에서 요구되는 이상 인 모성상인 것이

28) <아씨>(1997, KBS), <육남매>(1998, MBC), <사랑해 사랑해>(1998, SBS)가 표 이다. 이  <아씨>는 

1970년 TBC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것이다. 이들 드라마는 모두 20~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체 구성인 총 50회를 모두 방 하고 종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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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이는 어머니에 한 강력한 갈망, 생물학  모성에 한 가부장  기 , 모성의 외연 확장

과 주도권에 한 여성주의  기 가 맞물리면서 1997년 <아씨> 때와 같은 비 과 항은 조용히 

삼켜진 채 2019년 최고의 드라마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30)는 명제 안에는 ‘더 이상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여성주의자

들의 외침이 응축되어 있다(김 옥, 2005). 이 외침은 단순히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희생자로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가부장제의 존속에 공모해 온 어머니들의 개별 인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항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동백꽃>에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는 동백의 외침은 아이를 유기함으로써 가부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머니를 향한 비난이자 가

부장제 질서 밖으로 튈 지도 모를 자신에 한 두려움의 표 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시 의 

은 엄마 동백을 통해 가부장  기획 안의 형 인 모성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동백꽃>은 모

성에 한 일반  가정들, 즉 모성의 본질성, 무조건성, 치 불가능성을 어머니 이야기 속에 투

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새로운 권력 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략  거 이기도 한 ‘어머니’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렸다. 그 가정이 어머니의 실 경험에서는 얼마나 허구 인가와는 상 없이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백꽃>의 모성 이야기를 드라마 텍스트에 한정하여 분석하 지만, 이러한 

모성 념과 규범이 실제로는 어떻게 평가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수용자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상된다. 이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30) 리치(Rich, 1976/ 1995)의 서를 한국 으로 번역한 책의 서명이기도 한 이 주장에는 제도로서의 모성과 경험으

로서의 모성을 분리하여 제도로서의 모성에 내포된 가부장  억압성을 제거하면서 모성을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해

방할 수 있는 기 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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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정 희

(고려 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텔 비  드라마에 투 된 어머니  모성에 한 념과 규범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상은 

KBS2-TV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2019)이다. 이 드라마는 6.3%의 시청률로 출발하여 지속 으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23.8%로 종 하 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상을 받아 사

실상 시장성과 화제성, 작품성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았다. <동백꽃>을 분석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스토리의 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야기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

로 표 된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심에는 문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성 타지가 치하고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 다. 텍스트 분석은 내용의 심층  의

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텔 비 과 시청자, 텔 비 과 사회의 계에 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여러 구성 요소 에서 특히 등장인물, 주

요 인물 간의 계, 주요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교차하는 에피소드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텔 비  드라마가 내포한 가치와 념을 포착할 수 있다고 단하 다. 한 드라마의 사는 등장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비교  명료하게 시청자들에게 달하는 양식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어

머니, 어머니 역할, 모성에 해 직  언 하는 사는 모성에 한 규정과 규범의 단 근거로 요하게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동백꽃...>에는 모성이 어머니(여성)와 연결된  가치로서, 본능이고 운명

이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성을 내포한다는 인식이 반 되어 있었다. 그러한 모성의 

실천 과정은 도덕 이고 순결해야했다. 한 모성은 특정 방향으로 성숙의 단계를 거치며, 그 성숙은 자식

의 성장 단계와 맞물려있고 자식의 요구에 맞춰진다는 인식이 반 되었다. 그러한 모성은 물림되며 궁

극 으로는 공동체의 역으로 확장되었다. 모성과 여성성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로 표 되었으나, 모성

이 여성으로서의 삶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인식되었다. 한 모성 결핍 가의 치명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실존할 수 없는 모성에 한 환상, ‘정상  모성’에 한 우리 사회의 기 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

지 말해지지 않았을 뿐, 우리 사회의 심연 속에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백꽃...>의 모성 이야기

는 여성 스스로 새로운 권력 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략  거 이기도 한 ‘어머니’의 가능성을 가부장  

인식의 틀로 제한하고 있었다. 

핵심어: 텔 비  드라마, 어머니, 모성, 여성주의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논의
	3.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4. 〈동백꽃 필 무렵〉의 어머니들
	5. 텔레비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타난 모성 인식
	6.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