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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드라마의 부권 서사:

<워킹 데드>의 남성성과 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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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hyung. “The Narrative of Patriarchy in Zombie Dramas: An Analysis of Masculinity and 

Fatherhood in The Walking Dea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1-22. The 

research examines the logic of the patriarchal society that runs throughout the narrative of the television 

series The Walking Dead. Males in the zombified world often strike out the living dead through violence, 

which affects people’s sometimes unethical and deadly behaviors toward other human beings. The family 

and community also take advantage of such masculine violence for their survival. The protagonist of the 

series, Rick Grimes, becomes the head of the family and survivor group by eliminating or winning over 

competitors for the name of the father. Rick’s son, Carl, stands up for his biological father among other 

father figures, supporting Rick’s patrilineal system. Women in the community need toughness and 

masculinity to adapt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mother figures in Rick’s family die providing house 

work, which is especially undervalued in a zombie apocalypse. Carl has to decide not between his mother 

and his father in an Oedipal triad but between fathers as a consequence of his mother’s absence. The 

logic of patriarchy takes up the main narrative of the series, and the longing for the missing Rick 

ultimately proves the father’s symbolic authority in his absence.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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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좀비(zombie)는 죽은 자에게 주술을 걸거나 산 자를 마취시켜 노예로 삼는 아

이티(Haiti) 풍속에서 탄생한다. 좀비를 소재로 한 아이티 민담은 <화이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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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White Zombie)(1932)와 <나는 좀비와 걸었다>(I Walked with a 

Zombie)(1943) 등을 통해 영상화되기 시작한다. 20세기 좀비 영화는 B급 영화

나 특정 팬을 겨냥한 장르 영화로 제작되는데, 조지 로메로(George A. Romero)

의 리빙 데드(Living Dead) 시리즈가 대표적 사례다. 로메로는 원인 모를 바이러

스나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되살아난 시체가 사람을 공격하고, 좀비에 물린 사람

이 좀비가 되는 현대적 좀비 개념을 확립한다. 

좀비 드라마는 21세기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다. <28일 후>(28 Days 

Later)(2002)와 <월드 워 Z>(World War Z)(2013)가 영화 산업에서 상업적 성

공을 거둔 사례라면, <워킹 데드>(The Walking Dead)(2010-현재)는 케이블네

트워크 분야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드라마로 꼽을 수 있다. <워킹 데

드>는 동 시간 대 방영되는 텔레비전 시리즈 중 광고회사의 공략 대상인 18세에

서 49세 사이 시청자가 가장 많이 본 작품이다(Berg 2016). 동 시리즈는 10시

즌 이상 방영한 첫 좀비 드라마로서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한다.

<워킹 데드>는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Georgia)를 배경으로 좀비 바이러

스가 퍼진 이후 미국 사회를 그린다. 생존자들은 릭 그라임스(Rick Grimes)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애틀랜타에서 워싱턴 D. C.(Washington D. C.)와 버

지니아(Virginia)로 이동하며 “워커”(walker)라고 명명한 좀비에 맞선다. 자원이 

고갈되면서 인간은 워커뿐 아니라 같은 인간을 상대로 투쟁하며, 약육강식의 논

리와 인본주의 이상 사이에서 고민한다.  

원작인 그래픽노블(graphic novel)의 저자 로버트 커크만(Robert Kirkman)은 

<워킹 데드>가 릭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Boehm 134 재인용). 커크

만은 좀비로 대표되는 세상의 종말이 온 후 인간이 사회 질서를 재구성하는 과정

을 그리고자 했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릭이다. 부보안관(sheriff’s deputy) 

임무 수행 중 괴한에게 총상을 입은 릭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그 사이 좀비 바이

러스가 미국에 퍼진다. 릭이 병상에서 깨어나며 시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

가 가족을 다시 만나 생존자들을 이끌면서 좀비 세계를 헤쳐 가는 과정을 그린

다. 

릭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의 서사는 부계(patrilineal)를 중심으로 사회

를 재구성한다. 신시아 프리랜드(Cynthia Freeland)는 공포영화에서 남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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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물리적 우위가 그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161-90). 공

포영화의 하위 장르인 좀비 드라마에서 힘을 내세운 남성은 여성보다 쉽게 좀비

를 제거하고 생존 자원을 확보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은 자연스럽게 플롯의 중심

이 되고, 이런 서사방식은 <워킹 데드>에도 적용된다. 

생존자들이 릭을 따라 거주지를 찾아 헤매는 시즌 초기, 남성은 무리를 보호

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반면, 여성은 “가사를 꾸리는 전통적 역할”(traditional, 

domestic roles)을 한다(Erwin, 78-79). 남성과 여성의 성적 비대칭에 근거해 

두 성의 권력 관계가 설정되는 셈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을 근거로 여성을 남성의 

보호와 통제 아래 두는 가부장제(러너 36-40)가 생존자 공동체의 운용 원리가 

되면서 릭은 부권(父權)의 중심에 선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서사 경향은 옅어지지만, 릭

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자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릭의 공동체가 협업하거나 갈

등을 일으키는 대상은 대부분 남성, 특히 백인 남성이 주도하는 공동체이며, 이 

남성들은 릭의 규칙을 따르는 무리의 일원이 되거나 제거된다. 공동체를 이끄는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서사의 중심에 서는 시기는 릭이 시리즈에서 빠지

는 순간과 겹친다. 심지어 릭이 공동체를 벗어나 사라지는 시즌9 이후에도 동료

들은 그를 찾아 나선다. 결과적으로 <워킹 데드>는 강한 남성이 생존자를 이끄

는 좀비 드라마의 서사를 제시한다. 

여타 공포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비 드라마 속 괴물에 사회·문화적, 철학

적 의미를 부여한다.1 본 연구는 좀비 세계에서 릭이 설립한 부권 사회에 주목한

다. 좀비와 맞서는 데 필요한 폭력이든, 무리를 이끄는 규율이든, ‘워킹 데드’의 

  1 <워킹 데드>에 대한 해외 연구는 돈 키틀리(Dawn Keetley)가 시리즈 초반 에피소드에 대한 철

학적, 사회적 연구를 묶은 “We’re All Infected”: Essays on AMC’s The Walking Dead and the 

Fate of the Human(2014)과 엘리자베스 어윈(Elizabeth Erwin)과 돈 키틀리가 시리즈 중반까지의 

에피소드를 정치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을 묶은 The Politics of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Walking Dead(2018)가 대표적이다. 국내 연구는 <워킹 데드>의 초반 에피소드를 두음시와 비

교한 이희구의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 서구 피포위 심리 연구”( 중세르네상스영문학

25.2 (2017): 1-30), 좀비 영화 분석 중 <워킹 데드> 속 에피소드를 언급한 송현희의 “좀비, 본능에

서 자기 인식으로의 변화: <워킹 데드>와 <킹덤>”( 동서비교문학저널 . 48 (2019): 127-47), 시리

즈의 일부 에피소드를 언급한 최원의 “좀비라는 알레고리의 이단점”( 문학과영상 12.1 (2017): 

53-70)이 있다. 국내 연구는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시즌4까지의 에피소드를 분석했으며, 시리즈의 

극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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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헤쳐 가는 동력은 릭의 남성성(masculinity)과 부성(paternity)이다. 공동

체의 안과 밖에서 다른 형태의 남성성을 허용하지 않는 릭의 “패권적 남성성”(베

이넌 36)은 무자비한 강압부터 절충적 합의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립된다. 

좀비 대처와 공동체 가입을 통해 구현되는 릭의 권력은 그가 표방하는 가족주의

의 지지를 받는다. 다시 말해 릭의 남성성과 부성은 <워킹 데드> 속 가부장제를 

구성하고 실행한다.

릭은 부재하는 순간에도 공동체의 우두머리, 가족의 아버지로 기능하고, 시리

즈는 릭의 존재감에 기대 이야기를 전개한다. 연구자는 릭이 생환해 사라지기까

지의 여정을 그가 부권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릭과 갈등하는 

남성들이 가부장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한다. 릭은 자신의 도플갱어

(Doppelgänger) 같은 아버지들을 제압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그가 자행하는 

폭력은 좀비 세계의 생존법으로 정당화된다. 

II. 부권 사회의 아버지들

2.1 가족에게 돌아온 아버지

릭의 죽마고우이자 동료 경찰인 셰인(Shane)은 좀비가 미국을 습격하자 릭의 

아내 로리(Lori)와 아들 칼(Carl)을 보호한다. 릭은 셰인이 속한 생존자 무리와 

우연히 만나면서 가족과 재회하고, 이후 좀비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 즉 생존자 

공동체와 가족을 운영하는 방법을 두고 셰인과 갈등한다. 

셰인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자다. 그는 다친 칼을 위해 

의약품을 구하다가 좀비 떼에 둘러싸이자 오티스(Otis)를 먹이로 바쳐 위기를 벗

어난다(S2E3 “Save the Last One”).2 외부인 랜달(Randall)이 공동체 은신처를 

누설할 가능성을 감지하자 동료들과 상의하지 않고 죽인다(S2E12 “Better 

Angels”). 그가 살인과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이다. 

  
2

이하 인용은 <워킹 데드>의 시즌 번호, 에피소드 번호, 에피소드 제목 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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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가 아닌 로리와 칼의 안녕이다. 

셰인의 거짓말은 좀비가 점령하기 시작한 병원에 릭을 두고 빠져 나오면서  

시작된다. 릭의 생존 가능성을 의심한 셰인은 가장의 죽음을 가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돌본다. 피신 중 로리와 혼외 관계를 맺는 셰인은 칼의 아버지 역할을 하

려 한다. 함께 개구리를 잡아 식량을 공급하자며 “우린 영웅이 될 거야 . . . 너와 

나, 셰인과 칼”(We’ll be heroes . . . You and me, Shane and Carl)(S1E3 

“Tell It to the Frogs”)처럼 남성 간 연대를 칼에게 강조하는 장면에서 셰인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 셰인, 로리, 칼은 유사 가족(pseudo family)을 형성하고, 

셰인은 이 가족 개념에 집착한다.    

위기 중 형성된 가족과 남성 연대는 아버지이자 남편이 생환하면서 흔들린다. 

릭은 생존자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두고 셰인과 충돌한다. 이상주의자에 가

까운 릭은 인간됨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데일(Dale)의 편에 서고, 공동체 구성원

들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지향하는 릭을 선호한다. 실리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선

택을 하는 셰인의 의견은 배제되기 시작한다.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하지만,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로리 역시 결과적으로 릭의 생

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셰인에게 거리를 두고, 그로부터 칼을 떼어 놓는다. 셰인 

입장에서 릭의 귀환은 자신을 가족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기존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건이다. 

로리의 임신은 셰인과 릭의 갈등을 고조시킨다. 릭은 태아가 셰인의 아이임을 

알지만, 자신의 죽음을 오인한 로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S2E6 “Secrets”). 

오히려 태어날 아기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인다. 프로이트(Freud)가 지적하

듯 무리의 우두머리는 후계를 제한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 

무리 내 여성을 차지하고, 자라나는 아들들을 쫓아내는 이유다(1912-1913, 

233). 릭을 중심으로 가족과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리의 아기는 

남편이자 우두머리인 릭의 아이여야만 한다.    

릭은 아버지의 지위를 확보하는 연장선에서 로리와 관계한 셰인의 과거 역시 

묻지 않는다. 셰인이 착하게 굴면서 살아남을 생각을 버리라고 하자, 릭은 자신

이 셰인을 응징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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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난 더 이상 착하지 않아 . . . 그러면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내 아내고, 내 아

들이야.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살 거야 . . . 이제 너와 내

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모두 받아들

이는 거야.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가는 거야. 

Rick: I’m not the good guy anymore . . . It took everything. That is my wife. 

That is my son. That is my unborn child. I will stay alive to keep them alive 

. . . Now the only way you and me keep on is that you accept everything 

I just said right here, right now, and we move forward with that 

understanding. (S2E10 “18 Miles Out”)

릭과 셰인은 좀비가 가져온 변화를 인정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 

대응을 하는 와중에 릭은 가족과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반면, 셰인은 그들을 해체

한다. 셰인은 이리저리 떠돌던 자신과 공동체를 받아준 허셸(Hershel)이 농장 마

구간에 좀비가 된 친구와 가족을 숨긴 사실을 알아챈다. 허셸과 농장 식구 일부

는 좀비를 치료 가능한 환자로 취급하며 현실을 부정한다. 셰인은 동료들과 허셸 

가족 앞에서 마구간 문을 열어 좀비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만든다. 농장 구성원들

은 가족이었던 대상을 제거할 수밖에 없고, 릭도 공동체를 이탈해 실종되었던 소

피아(Sophia)의 좀비를 죽인다. 셰인은 좀비의 위험성을 인간에게 상기 시키지

만, 좀비가 된 가족을 두 번 죽여야 하는 동료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는 

죽은 가족을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된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릭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서 셰인과 닮아간다. 릭은 셰인과 다르지 않은 

폭력적 성향을 지녔지만, 도덕률로 이를 억제하고 있었다. 공동체에 합류한 그는 

필요 이상의 폭력 행사를 반대해 동료들의 믿음을 얻는다. 하지만 도피처를 공유

하자는 외부 생존자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살해한다(S2E8 

“Nebraska”). 셰인이 주장해 온 선제적 폭력(preemptive violence), 즉 위험 요

소를 미리 제거하는 폭력을 사용한 릭의 행위는 그가 지켜온 가치관과 배치(背

馳)된다. 공동체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릭의 살인은 그가 셰인의 생존 방식을 받

아들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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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타협한 릭은 셰인이 강조한 적자생존의 원칙을 따른다. 좀비의 습격으

로 허셸 농장이 무너진 밤, 릭은 형제처럼 여긴 셰인을 죽인다. 셰인이 “내가 더 

좋은 아빠야, 로리에게 더 어울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남자거든”(“I’m a better 

father than you, Rick. I’m better for Lori than you, man. It’s ’cause I’m a 

better man than you”)(S2E12 “Better Angels”)이라며 릭을 도발할 때, 그는 

남성성과 부성의 측면에서 릭의 자리를 위협한다. 릭은 셰인에게 칼을 꽂으며 

“내 잘못이 아니라 니 잘못이야! 내가 아니라 니가 저지른 일!”(“This is on you, 

not me! You did this to us, not me!”)이라고 자기변명을 한다. 

부권을 지향하는 체제 안에 두 명의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닮은 

두 아버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 릭은 셰인을 제거함으로써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는 공동체의 여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셰인의 죽음을 알

리며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다”(This isn’t a democracy anymore)(S2E13 

“Beside the Dying Fire”)고 선언한다. 스스로 지위를 확인하는 릭은 절대 권력

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된다.   

2.2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

릭은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내려 지도자로 부상(浮上)한다. 릭

이 애틀랜타 시내에서 생존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인종 차별주의자이자 성차

별주의자인 멀(Merle)을 따르고 있다. 릭은 멀을 힘으로 제압한 후, “이제 상황

이 달라. 검둥이도 없고, 병신 같은 백인 쓰레기도 없어. 검은 고기와 흰 고기만 

있지. 우리와 죽은 놈들만이 있어”(“Things are different now. There are no 

niggers anymore, no dumb-as-shit-white-trash fools either. Only dark 

meat and white meat. There’s us and the dead”)(S1E2 “Guts”)라고 일갈한

다. 시리즈 초반 아시아계와 라틴계 미국인이 주요 플롯에서 소외되면서 릭이 언

급한 “우리”에 소수 민족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Keetley 2), 적어도 릭

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기준으로 공동체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짓는다.

릭과 비교해 <워킹 데드>의 다른 아버지들은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 

허셸은 젊은 시절 술에 빠졌다가 종교에 귀의한다. 청교도적 금욕주의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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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셸은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 릭과 생존자들의 존중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원칙주의자는 좀비 세계를 헤쳐 나가는 지도자로 부적합

하다. 허셸은 아내, 아들, 친구들이 좀비가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마구간에 숨기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전원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

을 영위한 탓이라 변명할 수 있지만, 좀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항

상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좀비의 습격을 피해 농장을 떠난 허셸의 가족은 릭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허셸은 독재를 선언하는 릭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바뀐 

세상에 적응 하지 못해 공동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좀비를 가족으로 받아들

인 아버지는 또 다른 대가를 치른다. 허셸은 좀비에 물려 한 쪽 다리를 제거하는

데, 그의 절단된 신체는 무기력한 부권을 상징한다.

농장을 떠난 릭의 무리가 마주하는 거버너(The Governor)도 허셸과 유사한 

부성을 지니고 있다. 거버너는 자경단을 양성해 우드베리(Woodbury)라는 폐쇄

공동체(gated community)를 운영한다. 언뜻 좀비 세계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힌 

듯한 그는 좀비가 된 딸을 숨겨두고 치료법을 모색한다.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대상을 사냥하는 자경단 활동은 좀비 연구를 위해 수행되고, 사냥한 인간과 좀비

는 공동체의 여흥에 이용된다. 

거버너가 릭의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드라마에서 공동체들이 

충돌할 때, “더 나은 남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생존하며, 남성 지도자의 좀비 세

계 적응력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허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을 잃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멜랑콜리아(melancholia)에 젖은 아버지나 좀비를 인간

으로 간주하는 지도자는 가족과 공동체를 이끌 자격이 없다. 릭의 무리와 대립각

을 세우던 거버너의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진다. 모든 구성원이 자위 능력을 갖추

기 시작한 릭의 공동체와 달리 자경단을 제외하곤 누구도 좀비를 상대하지 못하

는 우드베리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다. 게다가 우두머리가 좀비가 된 가족을 살

려두면서 내부의 적을 양성한다. 그 시기 릭 공동체에 합류한 미숀(Michonne)이 

거버너의 좀비 딸을 제거하고 거버너의 한 쪽 눈을 앗는 사건은 죽은 가족을 떠

나보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다. 

거버너와 대결하던 시기, 로리의 출산을 위해 감옥을 근거지로 삼은 릭의 가

족이 겪는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칼의 사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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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변변찮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던 로리는 사망한다. 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아들

은 자신과 동생의 안전을 위해 좀비로 변하는 어머니에게 총을 쏜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아들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구성원을 제거한다. 죽어서 ‘그들’이 

된 가족을 추려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릭 부자의 사례는 모건(Morgan) 부자의 그것과 대조된다. 시리즈의 첫 에피소

드에서 모건은 아들 드웨인(Duane)과 함께 릭을 좀비로부터 구한다. 그는 릭에

게 좀비의 실체를 알리고 처단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좀비가 된 

아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시간이 흐른 후 릭과 재회한 모건은 인간

과 좀비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성향을 보인다. 모건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좀

비를 죽이지 못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좀비가 된 어머니를 마주한 드웨인은 

총을 겨누지 못했고, 모건은 아들이 아내에게 물린 후에야 그녀를 처치한다. 결

국 모건은 가족 하나를 떠나보내지 못해 둘을 잃는다.  

좀비와 가족의 경계가 겹치는 지점은 좀비 드라마의 극적 갈등을 고조시킨다. 

모건은 애정의 대상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영역 구분의 위기”(category crisis), 

즉 제프리 코헨(Jeffrey Cohen)이 제시한 괴물의 특성(6-7)을 마주한 트라우마

를 겪는다. 무술 훈련과 내적 수련을 통해 안정을 찾은 모건은 적자생존의 세계

를 사는 인간을 치유하려 한다. 이는 가족이 본능만 남은 좀비로 변한 사건을 겪

은 사람이 내세우는 반작용의 논리일 수 있다. “모든 삶은 소중하다”(“All life is 

precious”)며 공동체의 적을 처단하길 주저하는 모건은 동료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S6E8 “Start to Finish”). 폭력을 거부하는 모건은 릭의 공동체 뿐 아니라 새

로 합류한 공동체 킹덤(Kingdom)에서도 외부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모건은 킹덤의 청소년 벤자민(Benjamin)이 세이비어(Savior)에게 총을 맞아 

죽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신념을 버린다. 모건에게 무술을 배우려는 벤자민은 

그와 감정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상징적 아들이다. 모건은 벤자민이 죽게 된 경

위를 킹덤 구성원에게 설명하면서 “드웨인이 죽어야 했던 이유”(“why Duane 

had to die”)(S7E13 “Bury Me Here”)라고 실언(失言)한다. 증상을 추적하는 

실마리 중 하나가 실언이기에(Freud 1901, 177-78), 벤자민을 잃은 모건이 드

웨인, 아내, 자살을 시도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이유가 설명된다.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모건은 세이비어에 맞서는 공동체들의 투쟁에 합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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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의 비폭력주의를 염려하던 동료들이 말릴 정도로 적들을 처단한다. 극단적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 모건은 불안정한 심리를 노출한 채 공동체를 떠난다.

좀비 세계에 통하는 부성을 갖추지 못한 모건이기에 그가 잠시 지향한 인본주

의는 가족을 구하지 못한 탄식으로 들린다. 인간 세계에도, 좀비 세계에도 속하

지 않는 중간자인 모건은 우리 아니면 그들로 갈리는 세상, 인간이 고깃덩이 이

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세계에 애매하게 머무는 인간을 대표한다. 그가 좀비 세계

에서 생존한 인간 공동체에 합류했다 떠나길 반복하는 이유다. 두 세계에 속하지

만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는 모건의 비극은 “워킹 데드”의 세계를 살아가는 아

버지가 가져야 할 덕목을 고민하게 한다. 

2.3 가족을 꾸리려는 아버지

좀비가 괴물로서 지닌 특성은 인간을 혼란에 빠뜨린다. 허셸, 거버너, 모건은 

가족이 좀비가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과 좀비, 이성과 본능, 내부와 

외부, 삶과 죽음이 뒤섞인 중간지대를 창조한다. 이 중간지대는 지속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해체한다. 

명확하게 피아구분을 하는 아버지만이 좀비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니건

(Negan)은 이런 아버지 형상을 극단적으로 재현한 인물이다. 안전한 거주지를 

찾아 떠돌던 릭의 무리는 시즌5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정착한

다.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들이 좀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릭

과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새 공동체를 이끈다. 매기(Maggie), 타라(Tara), 캐롤

(Carol)은 알렉산드리아를 나가 주변 공동체인 힐탑(Hilltop), 오션사이드

(Oceanside), 킹덤에 합류한다. 평의회가 알렉산드리아를 운영하면서 릭의 부권

이 분산되기 시작한다.3

상기한 여성들이 정착한 공동체들은 모두 초남성적 지도자 니건이 이끄는 세

이비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오션사이드는 세이비어가 공동체 남자들을 죽이면

서 형성된 모계 사회다. 매기와 캐롤이 지도자로 추대되기 전 힐탑과 킹덤을 이

  3 릭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일시적으로 권력을 내놓으면서 감옥 평의회가 구성된다. 평의회는 

릭의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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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남성들은 니건에게 공물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한다. 세이비어 공동체의 여성

들은 모두 니건의 소유이며, 이는 니건을 배신했다가 아내를 바쳐 용서를 구한 

드와이트(Dwight)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니건은 부족의 여성을 차지한 아

버지의 위상을 지니고 있고, 세이비어는 자신들이 “모두 니건”(all Negan)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니건에게 복종한다. “나는 모든 곳에 있다”(“I am everywhere”) 

(S7E3 “The Cell”)는 니건의 지배 논리는 파시즘에 가깝지만(Gencarella 128),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도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우두머리는 자신의 공동체를 먹

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시킨다. 

가부장제는 프로이트가 제안한 아버지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

지를 얻는 체계다(Freeman 113).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

고, 가족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순간에도 그의 자리를 남겨둠으로써 상징적 아버

지를 탄생시킨다. 릭과 니건의 갈등은 분화된 가부장제와 전제적 가부장제의 대

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니건의 전제적 가부장제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격

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내가 니건”(I am Negan)이라는 세이비어의 선언은 공동

체 구성원을 하나로 만든다. 동시에 “니건”이란 구호는 인간으로서 지닌 개별성

과 상관없이 좀비 세계에서 한 덩이의 고기로 취급받는 인간의 운명을 상기시킨

다. 이런 초월적 권력은 니건이 릭의 동료 글렌(Glenn)과 아브라함(Abraham)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쳐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만드는 니건의 폭력은 인간을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좀비의 공격과 본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4 니건은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괴물의 속성을 

지닌 전제적 아버지다. 

니건은 상대하는 무리의 남성들을 제거하며, 살려두더라도 그들을 상징적으로 

거세한다. 릭은 칼의 팔을 자르려는 니건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니건을 공격

한 대릴(Daryl)은 자기 대신 글렌이 죽는 광경을 지켜본다. 세이비어의 근거지 

생츄어리(Sanctuary)에 끌려간 대릴은 벌거벗겨진 채 감금되어 그들의 일원이 

  
4

니건은 가족을 잃으면서 강한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다. 암으로 죽은 아내가 좀비가 되었을 때 죽

이지 못한 사건은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S8E5 “The Big Scary U”). 그는 철조망을 두른 야구 

방망이를 아내의 이름을 따서 “루실”(Lucille)이라고 부른다. 루실은 좀비 세계를 살아가는 니건의 규

칙을 재현한 도구, 유사 가족 세이비어를 이끄는 아버지(어머니)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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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강요받는다. 릭은 공동체를 함께 이끈 대릴을 형제라고 부르며 남성 간 

연대를 형성한다. 남성 간 우정, 남성들의 관계를 강조하는 의식은 남성 우월성

과 패권적 남성성을 형성한다(베이넌 37-38). 호칭 의식이 릭의 권력을 침범하

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되었기에 대릴은 이전의 ‘형제’ 셰인과 달리 릭과 공존한

다. 어쨌든 부권 사회를 이끈 두 남성이 영향력을 잃는 이 시기를 전후해 릭의 

공동체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릭이 이전부터 권력을 배분한 영향도 있

지만, 니건의 존재는 한 명의 아버지만을 허용하는 <워킹 데드>의 화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아버지가 잠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자 흔들리는 가족을 다잡는 인물은 아들 

칼이다. 릭이 니건에 제압당하자 칼은 조공 트럭에 숨어 생츄어리에 잠입한다. 

니건은 단신으로 자신을 죽이러 온 칼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좀비가 된 어머

니에게 총을 쏴야 했던 아이의 상황에 감정 이입을 한다. 그는 조공을 배분하고, 

아내들을 관리하고, 배신자를 처벌하는 과정을 칼에게 공개한다. 자신이 공동체 

안과 밖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을 아이에게 주지하기 위함이다.  

자신을 죽이려 한 칼을 살려 둔 니건의 결정은 셰인의 연장선에서 이해 가능

하다. 부하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니 아빠는 이런 걸 가르쳤어야 

하는데”(“This is the shit your dad’s supposed to be teaching you”)(S7E7 

“Sing Me a Song”)라고 니건이 말하는 이유는 칼의 아버지가 되고 싶기 때문이

다. 부계사회의 아버지는 뒤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을 경계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할 법해야 후계자로 인정한다. 우두

머리를 살해하려 한 칼은 니건의 대체 아들(surrogate son)로서 손색이 없다. 즉 

칼은 부권 사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공동체를 물려받을 인물이다. 

후에 칼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니건은 생사를 다투는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

도 릭에게 애도의 말을 전한다. “그 놈이 같이 하길 바랐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아이, 그 아이는 미래였다”(“I wanted him part of things. I had plans. That 

kid, that kid was the future”)(S8E10 “The Lost and the Plunderers”). 릭이 

칼을 위한 세상을 꿈꿨듯, 니건 역시 칼을 고려한 미래를 설계한다. 니건의 애도

는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상실감, 후세를 기대하지 못하는 부권의 균열을 드

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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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권 사회 너머의 세계

3.1 아들의 죽음

칼은 <워킹 데드>의 부권 구도를 지지한다. 그는 릭의 생물학적 아들이자 셰

인과 니건의 상징적 아들이다. 셰인이 로리에 대한 감정의 연장선에서 어린 칼을 

돌봤다면, 니건은 어머니를 죽여야만 했던 칼의 상황과 소년다운 성정(性情)을 

이해한다. 암으로 죽은 아내가 좀비가 되었을 때 제거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수도 있다. 

칼은 아이다운 순수함을 지녔지만, 그 순수함과 어긋나는 폭력을 습득하는 인

물이다. 사냥감으로 오인 받아 총을 맞은 후, 칼은 자신과 가족을 지킬 방법을 고

민한다. 그는 부모의 허락 하에 셰인에게 총 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총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아들의 무력 사용을 탐탁치 않아하던 릭은 좀비뿐 아니라 

인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과 타협한다. 그는 “아이 짓은 더 이상 못 한

다 . . . 사람들이 죽을 거야. 나도, 엄마도. 그걸 대비하진 못 할 거다”(“No 

more kid stuff . . . People are gonna die. I'm gonna die. Mom. There’s no 

way you can ever be ready for it”)(S2E12 “Better Angels”)며 아들의 총기 

소지를 허락한다. 칼은 아버지의 위상을 가진 인물들(father figures)로부터 생존

을 위한 폭력을 배운다.  

칼이 총을 발사해 처음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명중시킨 장면은 시리즈 전체의 

화법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셰인을 죽인 릭은 자신에게 총을 겨눈 칼을 

발견하고 당황한다. 릭은 아들이 셰인을 제거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데, 칼은 릭이 아닌 릭이 죽여서 좀비가 된 셰인에게 총을 쏜다. 릭이 자신에게 

총을 겨눈 칼을 발견하고 오인한 이 순간, 드라마는 칼의 심리에 셰인과 릭이라

는 두 아버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구도에서 남

자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를 받아들이며 심리적으

로 탄생한다(Freud 1924, 173-79). 아이가 아버지의 상징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수동적 위치에 두면서 가부장적 질서가 확립된다. 이성애에 근거한 핵

가족 이데올로기를 지지해(Freeman 130-31) 비판 받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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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데드>의 서사 구조에 적용된다.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닌, 두 아버지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 하는 변형된 오이디푸스 구도는 부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설정이다. 인간이 아닌 좀비지만, 칼은 자신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친 셰인을 살

해한다. 아들은 상징적 아버지를 제거하면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폭

력의 고리를, 가부장제를 연계한다.

칼이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은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단계다. 감

옥에서 아이를 낳던 로리는 제왕절개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어머니 곁을 

지키던 칼은 자신과 갓 태어난 동생 주디스(Judith)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머

니에게 총을 겨눌 수밖에 없다. 대체 아버지(surrogate father) 셰인과 마찬가지

로 대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가족을 구성하려던 어머니 로리는 좀비가 되어 칼

의 손에 두 번의 죽음을 맞는다. 로리의 죽음은 핵가족의 규칙을 어긴 그녀에 대

한 처벌(Ziegler 147)일 수 있고, 칼은 상징적 아버지에 이어 생물학적 어머니를 

제거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지지한다. 그리고 가족을 재구성하는 아들의 살인은, 

아버지의 살인이 그러했듯, 좀비 세계의 현실을 구실로 용인된다.

<워킹 데드>를 이끄는 가부장제와 폭력적 남성성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부여

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지위를 격하시킨다. 무기 사용 방법을 배우려는 안드레아

(Andrea)는 공동체를 위해 가사 노동을 하라는 로리를 “여왕벌”(Queen Bee)이

라고 부르며 그녀의 요청을 거부한다(S2E10 “18 Miles Out”). 로리가 공동체에

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리를 이끄는 릭과 셰인의 권력에 기댄 결과물이고, 가사노

동은 좀비 세계에서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다. 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애정 관계를 맺는 제시(Jessie)도 전통적 주부의 역

할을 맡고 있다.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제시와 그녀의 아이들은 릭이 가

장을 제거한 후에야 정상적 생활을 재개한다. 남성의 폭력은 가족유지 명분 아래 

합리화되고, 어머니와 여성성을 희생하며 수행된다.  

물론 이런 폭력의 논리도 한계를 가진다. 알렉산드리아가 좀비의 습격을 받던 

밤, 제시는 작은 아들 샘(Sam)과 칼의 손을 잡고 좀비 떼 사이를 헤쳐 나간다. 

좀비의 공격을 받은 제시가 칼의 손을 놓지 못하자, 릭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

로 고려하던 그녀의 손목을 잘라 칼을 구한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제시의 

큰 아들 론(Ron)은 릭에게 총을 겨누고, 릭을 빗겨간 총알은 칼을 맞혀 그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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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눈을 앗아간다. 어머니를 희생시킨 아버지는 가족의 안정을 흔들고 아들에

게 상처를 남긴다.

칼의 애꾸눈은 시리즈의 화법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큰데, 허셸과 거버너의 

신체 상실이 아버지와 공동체의 운명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릭이 미숀, 칼, 주디

스와 형성한 새 가족과 알렉산드리아는 니건의 세이비어와 대결하면서 해체 위

기를 맞는다. 릭과 니건의 공동체가 겪는 갈등은 아들을 둔 아버지들의 권력 다

툼에 다름 아니다. 두 아버지의 전쟁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다. 칼은 처음 본 사람을 구하려다 좀비에 물리고, 좀비가 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시청자가 감정 동화를 하는 인물이 극적 개연성 없이 사라졌다는 비판

(Kain 2018)을 받는 칼의 죽음은 극적 서사 측면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로리가 아이들이 좀비 세계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때 마다 릭은 다음 세

대가 그런 세상을 살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답한다(S2E3 “Save the Last One”, 

S2E6 “Secrets”). 그는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없을지라도 살게는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호러 영화에서 괴물의 공격을 받는 아이가 공포를 증폭시키는 이유

는 아이의 무위(helplessness)가 괴물성(monstrosity)의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

이다(Renner 28).5 좀비 세계에서 인간은 원인과 실체를 알 수 없는 좀비 바이

러스의 공격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인간끼리 생존을 

위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 와중에 인간다움을 고민하지 않는 인간은 좀비와 

더불어 좀비 세계의 괴물성을 형성한다. 릭을 포함한 아버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괴물성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좀비 세계의 괴물성에 쉽게 스러질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이유는 짐작 

가능하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바람을 투사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주체로 

탄생한다(Leclaire 2-4). 개인의 무의식적 욕망이 투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만, 적어도 <워킹 데드>의 부모 세대가 타이리스(Tyrese)처럼 목숨을 바쳐 아기

를 보호하고, 글렌과 매기처럼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하는 표면적 이유는 분명하

다.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향수, 현재를 살고픈 바람,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5 시리즈의 초반 릭이 제거한 좀비 소녀는 상기한 이유에서 시청자의 동정을 얻는다. <워킹 데드> 

속 주변인물의 뒷이야기를 묘사한 웨비소드(webisode)에 소녀가 좀비가 된 일화가 삽입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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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은 부모 세대의 과거를 공유했고, 그들과 함께 좀비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잇는 그는 선제적 공격과 폭력적 자기 방어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처신하고자 한다. 칼이 이런 신념을 지키다 죽자 <워킹 데

드>의 부권 화법에 균열이 생긴다. 시리즈 내부의 공동체 구성원과 외부의 시청

자가 성장을 지켜 본 아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을 아들이 사라진 좀비 드라

마의 서사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3.2 부권의 해체 

<워킹 데드>의 시청률은 릭의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는 시즌5에 최

고점을 기록하지만, 시즌6과 시즌7을 거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Tassi 2020). 

알렉산드리아 정착기는 니건이 등장하는 지점과 겹친다. 시청자가 채널을 이탈

한 계기를 시리즈 시작부터 함께 한 글렌과 칼이 죽는 사건이나 부수적 플롯을 

산만하게 활용한 니건과의 갈등에서 추측할 수도 있지만(Hedash 2020), 본 연

구는 릭의 남성성과 부성이 힘을 잃은 데서 원인을 찾는다. 조지아와 버지니아 

일대를 부유하던 공동체가 정착하면서 릭은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배분한다. 때

마침 등장한 니건의 무리는 릭의 공동체를 공격해 지배한다. 시청자 입장에서 흥

미를 가질 만한 극적 구성이지만, 니건은 릭의 반테제(antithesis)로서 시청자의 

시선과 관심을 나눠 갖는다. 칼의 아버지가 되려는 니건은 릭과 다름없는 위상을 

가진 지도자이고, 도덕률을 무시하는 니건의 폭력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가 지

나친 수단일 뿐이다. 

칼과의 관계와 공동체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니건과 세이비어는 릭의 부권 

사회가 지닌 어두운 면을 재현한 집단이다. 니건은 릭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셰인

의 생존 전략을 극대화해서 성공한다. 로리를 잃고 멜랑콜리아에 빠져 공동체의 

운영권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릭 역시 절대 권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런 맥락에서 니건은 셰인과 다를 바 없는, 릭의 또 다른 자아다. 릭을 중심으로 

한 생존 드라마가 백인 남성 중심주의를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지만(Bennet 

44-45), 그 상대로 등장한 인물은 또 다른, 더 강한 백인 남성이다.6 니건이 릭

을 일시적으로 제압하자 강한 아버지에게 감정이입을 해 온 시청자는 혼란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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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니건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릭이 적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릭의 

공동체 역시 갈등을 겪으며 와해된다. 

니건을 죽이는 대신 감금하기로 한 릭의 결정은 시리즈를 이끈 부권 화법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이상주의자이자 도덕주의자였던 릭은 공동체의 우두머리

가 되면서 변한다. 그는 생존을 위해 실용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이에 기반해 다

른 아버지들을 제압한다. 릭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는 칼의 유언이다. 죽음을 앞

둔 칼은 아버지에게 적과의 공생을 제의한다. 릭은 “이전의 내가 될 수 없다”(“I 

can’t be who I was”)고 하지만, 칼은 “이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세

상은 가능하다”(“If you can still be who you were, that’s how it could be”)

고 답한다(S8E9 “Honor”). 릭은 칼의 뜻을 따라 니건과 세이비어를 용서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평화를 제안한다.

릭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두 명의 아버지를 <워킹 데드>의 세계에 남긴다. 일

시적으로 거세된, 권력을 상실한 아버지일지라도, 니건의 존재를 의식한 세이비

어는 공동체 연합에 합류하기를 꺼린다. 니건에게 가족을 잃은 공동체 구성원들

은 일종의 멜랑콜리아에 빠진다. 남편 글렌을 애도할 방법을 찾지 못한 매기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 역시 세이비어와 갈등한다. 후계자 없는 

두 아버지가 존재하는 집단을 부계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이상과 

욕망을 포괄하기에 공동체는 그 개념부터 이상일 수밖에 없지만(Joseph 7-36), 

릭이 꿈꾸는 세상은 그가 살아온 방식과 배치된다. 칼이 니건까지 합류한 공동체

의 일상을 그리는 장면이 릭의 꿈과 환상 속에서 재현되는 이유다. 

릭은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다 사고를 당해 실종된다. 니건의 무

리를 용서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던 릭이 극에서 빠지는 시점은 드라마의 

서사 측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7 칼의 사후(死後) 릭의 가족은 주디스와 미숀

으로 구성된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흑인 여성 미숀, 백인 남성 대릴, 흑인 남성 신

부 가브리엘(Father Gabriel) 등이 이끄는 집단 지도체제가 자리 잡는다. 릭과 

  
6

공동체 주도권을 두고 릭과 갈등하는 멀, 셰인, 허셸, 거버너, 니건은 모두 백인 남성이다. 알렉산

드리아를 이끈 여성 지도자 디아나(Deanna)는 릭에게 협조를 구하며 공동체 운영권을 넘긴다.  

  
7

릭 역할을 맡은 배우 앤드류 링컨(Andrew Lincoln)은 제작사와의 갈등 때문에 시즌9 이후 시리

즈에서 하차한다. 커크만의 원작에서 릭이 공동체 간 화합을 주장하다가 죽는 사실을 고려하면 드라

마 외적 서사가 아닌 내적 서사의 측면에서 릭의 부재가 가지는 의미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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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좀비 세계에서 살아남은 백인 여성 매기와 캐롤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떠

난다. 부계 공동체는 해체되고, 권력은 성, 인종, 계층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게 분산된다.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의 상징적 권력을 물려받고 인정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8 스스로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온 릭이 설 자리는 없다. 자신이 

주도해 온 부권 사회의 서사가 동력을 잃는 지점에서 릭은 사라진다.

IV. 결 론

부권 서사의 관점에서 분석한 <워킹 데드>는 릭의 아버지 자리를 둔 갈등이 

주된 플롯을 형성하는 좀비 드라마다. 릭이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이 

로리, 칼, 셰인의 동거가 시작된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귀환하면서 기존 질

서에 변화가 생긴다. 릭은 셰인에 버금가는 생존 능력은 물론 셰인에게 결핍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가족과 생존자들을 이끌기 시작하고, 공동체 

운영 방식을 두고 대체 아버지와 갈등한다. 어머니가 대체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두 아버지의 갈등은 절정에 달한다. 결국 릭은 셰인을 제

거해 아버지의 지위를 다진다. 

허셸과 거버너는 가족과 공동체를 이끄는 또 다른 아버지다. 그들은 좀비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의 영역에 편입시키려다 실패한다. 허셀은 좀비 바

이러스의 치료 가능성을 믿다가 공동체의 근간인 농장을 잃는다. 과학의 힘을 빌

려 좀비가 된 딸을 치료하려는 거버너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아버

지(impotent father)다. 좀비 세계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아버지들은 신체 일부

를 잃으면서 대가를 치르고, 더 강한 아버지의 권력에 종속된다.

칼은 좀비가 된 대체 아버지를 죽여 부계 구도를 지지한다. 셰인을 제거한 후 

칼은 릭의 부보안관 모자를 물려 쓰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다. 그는 좀비가 된 어머니에게 총을 쏘아 아버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어머니는 대체 아버지와 관계함으로써 가족의 존립을 위협했고, 아들은 아버지

8 릭의 딸 주디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디스와 릭의 관계를 설명하는 

극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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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사용법을 배운 무기로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생을 구한다. 아버

지의 법을 어긴 가족은 좀비로서 처벌되고, 아이의 부모 살인은 좀비 제거라는 

명목으로 용인된다. 

본 연구가 재구성한 <워킹 데드>는 릭과 칼이 부권 중심 공동체를 형성해 좀

비 세계에서 생존하는 극이다. 릭의 가족 구도에서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로리와 

제니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다 사라진다. 특히 

로리가 사망하는 과정은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모성이 좀비의 희생물로 사

용되는 논리를 제시한다. 어머니가 사라지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두고 어머니와 삼각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한다. 결

혼을 하지 않은 셰인, 로리와 제시를 떠나보낸 릭, 루실을 잃은 니건은 어머니의 

애정을 보완하는 부성을 대표하고, 아들은 두 아버지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릭의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여성이 가부장 사회의 남성적 역할을 담당하고, 좀

비 세계의 생존법을 습득한 사실은 로리와 제니가 겪는 운명과 비교해 주목할 만

하다. 톰보이(tomboy)에 가까운 매기, 자식을 잃으면서 약육강식의 규칙을 익힌 

캐롤과 미숀, 미숀에게 검술을 배운 주디스는 남성성과 연결된 힘과 기술을 습득

하면서 ‘전통적’ 여성성과 모성 개념을 부정한다. 문제는 여성성을 재구성한 여

성들이 극 중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점이다. 거버너의 완력에 굴복해 성

폭력을 겪는 매기, 좀비를 제거하는 와중에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곤 하는 캐롤

과 미숀, 공동체를 이끌기엔 어린 주디스까지, 가부장제에서 부여되는 성역할을 

거부하는 여성은 재현 상 한계나 성격 상 결함을 가진다. 

<워킹 데드>의 아버지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권력을 행사한다. 어머니가 부재하는 가족은 부성 아래 보호받고, 공동체의 여성

들은 남성성을 차용해 살아남는다. 그러나 아버지들을 제압하면서 형성된 릭의 

권력은 또 다른 아버지와 대립하면서 한계를 드러낸다. 시청률을 근거로 판단하

면 릭을 중심으로 생존자들이 뭉쳐 거주지를 찾아 떠도는 여정에 열광했던 시청

자들은 릭의 공동체가 정착해 가장 강한 적을 만난 시기에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거두기 시작한다. 주요 등장인물이 죽는 극의 전개에 더해 릭과 니건의 가부장제

가 충돌하는 사건이 시청률 하락을 가져온 점은 흥미롭다. 릭의 가부장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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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야기의 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아버지는 또 다른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함으

로써 공동체 구성원과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현재의 삶을 쌓아올린 부권 논

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릭은 <워킹 데드>의 이야기 구조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릭은 정상적 세상에서 지키던 도덕과 윤리를 희생하면서 좀비 세계의 괴물성

을 체득한다. 그는 자신의 다른 자아 같은 아버지들과 대결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재구성한다. 릭의 공동체는 물리적 거주지뿐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체계

를 갖추면서 정착한다. 폭력과 설득을 혼용해 공동체를 지배하는 부권의 논리는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정당화되고, 반복적으로 실현된다. 릭 뿐 아니라 다른 우두

머리들도 체현하는 생존 원리다. 릭의 권력은 가족을 잃으며 한계를 드러내고, 

다양하고 다성적인 주체에게 배분된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아버지는 새로운 체제의 성립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부권 사회에 대한 향수를 남긴다. 공동체 구성원은 릭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실종된 릭의 흔적을 발견한 미숀은 그를 찾아 공동체를 떠난다. 제작사는 사라진 

릭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해 그의 생존을 바라는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릭의 패권적 남성성과 가부장적 부성에 대한 향수는 아버지의 서사를 연장시키

는 동력이다. 한 번 살아 온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남겨진 이들은 사라

진 아버지를 의식하며 그에게 상징적 권위를 부여한다. <워킹 데드>의 아버지는 

부재중에도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부권 논리를 확인한다.

Works Cited

Bennet, Brooke. ““There’s no niggers anymore... There’s us and the dead”: Masculinity in a 

Post-Racial, Post-Apocalyptic America.” The Politics of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Walking Dead. Eds. Elizabeth Erwin and Dawn Keetley. Jefferson, NC: 

McFarland, 2018: 43-53. Print. 

Berg, Madeline. “‘The Walking Dead’ Returns To Impressive Ratings.” Forbes.com. Forbes, 

Oct. 26, 2016. Web. 12 Jan. 2021.



좀비 드라마의 부권 서사: <워킹 데드>의 남성성과 부성 분석   21

Beynon, John. Masculinities and Culture. Trans. Insook Im & Miyoung Kim. Seoul: Korea 

UP, 2011. Print.

[베이넌, 존. �남성성과 문화�. 임인숙·김미영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Boehm, Chris. “Apocalyptic Utopia: The Zombie and the (r)Evolution of Subjectivity.” “We’re 

All Infected”: Essays on AMC’s The Walking Dead and the Fate of the Human. Ed. 

Dawn Keetley. Jefferson, NC: McFarland, 2014: 126-41. Print.

Cohen, Jeffrey C., ed. Monster Theor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6. Print.

Erwin, Elizabeth. “A Woman’s Work Is Never Done: Mothering and Marriage.” The Politics 

of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Walking Dead. Eds. Elizabeth Erwin and Dawn 

Keetley. Jefferson, NC: McFarland, 2018: 78-92. Print.

_______, and Dawn Keetley, eds. The Politics of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Walking 

Dead. Jefferson, NC: McFarland, 2018. Print.

Freeland, Cynthia. The Naked And The Undead: Evil And The Appeal Of Horror. New York: 

Routledge, 2018. Print.

Freeman, Tabitha. “Psychoanalytic Concepts of Fatherhood: Patriarchal Paradoxes and the 

Presence of an Absent Authority.” Studies in Gender and Sexuality 9:2 (2008): 113-39. 

Print.

Freud, Sigmund.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 (1914). London: T. Fisher Unwin Ltd., 

1914. Print.

_______. “The Dissolution of Oedipus Complex.” (1924).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IX. Ed.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 1961: 172-79. Print.

_______. Totem and Taboo (1912-1913).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1918. Print.

Gencarella, Stephen. “Thunder without Rain: Fascist Masculinity in AMC’s The Walking 

Dead.” Horror Studies 7.1 (2016): 125-46. Print.

Hedash, Kara. “Why The Walking Dead Started to Lose Viewers After Season 5.” 

screenrant.com. Screenrant. 17 Jun. 2020. Web. 13 Jan. 2021. 

Joseph, Miranda. Against the Romance of Communit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2. 

Print.

Kain, Erik. “‘The Walking Dead’ Just Made A Huge, Unforgivable Mistake All Over Again.” 

Forbes.com. Forbes, Feb. 26. 2018. Web. 15 Jan. 2021. 

Keetley, Dawn, ed. “We’re All Infected”: Essays on AMC’s The Walking Dead and the Fate 

of the Human. Jefferson, NC: McFarland, 2014. Print.

_______. “Introduction: “We’re All Infected”.” “We’re All Infected”: Essays on AMC’s The 

Walking Dead and the Fate of the Human. Ed. Dawn Keetley. Jefferson, NC: 

McFarland, 2014: 3-27. Print.



22 김  태  형

Leclaire, Serge. A Child is Being Killed: On Primary Narcissism and the Death Drive. 

Stanford, CA: Stanford UP, 1998. Print.

Lerner, Gerda. The Creation of Patriarchy. Trans. Seyoung, Kang. Seoul: Dangdae, 2004. 

Print.

[러너, 거다.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옮김. 서울: 당대, 2004.]

Renner, Karen J. The ‘Evil Child’ in Literature, Film and Popular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14. Print.

Tassi, Paul. “‘The Walking Dead’ Ratings Finally Fall Under 3 Million For The First Time.” 

Forbes.com. Forbes, Mar. 11. 2020. Web. 15 Jan. 2021. 

The Walking Dead. TV series. AMC. 2010-present.

Ziegler, John R. ““We can’t just ignore the rules”: Queer Heterosexualities.” The Politics of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Walking Dead. Eds. Elizabeth Erwin and Dawn 

Keetley. Jefferson, NC: McFarland, 2018: 142-54. Print.

김태형 (군산대학교 / 조교수)

주소: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인문대학 1325호

이메일: thkim11@kunsan.ac.kr

논문접수일: 2021. 03. 31 / 심사완료일: 2021. 05. 17 / 게재확정일: 2021. 0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