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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
시적 창조력과 시의 사회변혁 기능
박 경 화
(한남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프랑스혁명의 실
패 후 유럽이 보수화된 시기이다. 영국에서도 기존의 사회체계가 더욱 안정화되고 전쟁의 위기감
도 사라지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개혁의 요구가 움트기 시작한 시기이다. 보수적인 사회 지배 구조
는 확고해졌지만 그 지배구조의 합당한 근거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잠재된 시기이기도하기 때문에 절
망적인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희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셸리가 시에서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절망을 나타낼 때, 그것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단순한 비탄의 토로가 아
니라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셸리는 그가 어디에 머물든지 항상 영국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주시하였고, 불합리한 외부 현
실은 개선되지 못할 억압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그의 시 창작의 원천이 된다. 그는 시를 통해 그
러한 사회적 상황을 대중에게 일깨워줌으로써 시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린다. 일견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혁과는 유리된 소재인 듯 보이지만 셸리는 이
시에서도 자신의 개혁적 사고를 투영하였고, 역설적으로 암울한 현실은 시인의 창작을 통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변모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마리아 기스
본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통한 사회변혁 가능성으로서의 시의 역할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에는 셸리가 비판적 사고와 안목으로 당대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한 철학적, 문학적 토대가 되는 교류를 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소통 과정은 셸리가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토대를 바탕으로 셸리가 당대의 암울
한 외부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면으로 드러내어 그것을 시적 창조력의 원천으로 승화시키고 사
회변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현실인식의 사상적 토대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는 셸리가 머물고 있는 이태리의 주변 환경 묘사로부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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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런던에 머물고 있는 기스본 부부가 하고 있을 것들에 대한 상상으로 의식이 흘러간다. 시인은
먼저 마리아 기스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독서를 하며 보냈던 즐거웠던 시간을 회상한다. 그는
그들이 시골에서 즐긴 소풍과, 어떻게 시인이 그의 생각을 마리아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는가 하는
그들이 이태리에서 함께 했던 시간의 추억 속으로 빠진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거대한 바다인 런
던에 있다. 그는 기스본 부부에게 런던은 어떤 곳인가 상상하고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과 보게 될 광경들을 그려 본다. 런던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는 잔해를 해안가에 토해내지만, 그 바
다의 깊음은 고드윈(William Godwin)과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라는 위대한 보물을 간
직하고 있다. 철학자 고드윈은 셸리가 사회 변혁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더 굳건히 형성하도록 많
은 기여를 했고, 콜리지는 비록 그의 지적 위대함의 나날은 점차 사라졌지만, 그가 셸리에게 끼친
문학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스본 부부가 영국에서 만날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 간략히 언급되는 철학자와 시인들은 고드윈, 콜리지, 헌트(Leigh Hunt), 호그
(Thomas Jefferson Hogg), 피칵(Thomas Love Peacock) 그리고 호레이스 스미드(Horace Smith)

이다. 출판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셸리의 인물 묘사는 주관적이고 진솔하며 인물들에 대한
“셸리의 판단은 현명하고 관대”(O’Neill 127)하여 더 많은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다른 실존 인물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언급된 인물들이 셸리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이 그의 철학적. 문학적 사상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맺게 된 사상적 문학적 영향관계를 이해한다면, 셸리의 시를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셸리는 맨 먼저 기스본 부부가 런던에서 고드윈을 만나고 있는 것을 상상한다. 고드윈은 급진적
인 사회 사상가이고 공리주의자로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이다. 그는 무정부
자였지만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믿는 진화론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낭만주의 시대
혁명의 기운과 맞물려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고드윈은 낭만주의 시인들 중에서
도 특히 셸리의 급진적 자유주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셸리도 본래 급진적이고 이상
에 불타는 시인이었지만, 고드윈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셸리는 1810년 처음 접한 고드윈
의 명저, 『정치적 정의와 그것이 일반 미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The Enquiry

Concening Political Justice, and its Influence on General Virtue and Happiness, 1793)을 거
의 매년 다시 읽고 개혁의 투지를 굳건히 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횃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고드윈은 이 책에서 정부는 권력
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폭압을 행사하고 독재로 흐르게 마련이므로 인습적인 정부를 거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립적인 소규모 공동체의 설립은 자유로운 지적 탐구를 촉진하며,
범죄가 사라지고 공평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만족스러운 무정부주의 상태의 사회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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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진지하고도 자유로운 사회를 주장하였고, 권위와 기성 종교, 국
책 교육, 사회 관습의 허위성 등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드윈의 이러한 주장은 셸리에게 평등주의자, 박애주의자, 혁명가로서 개혁의 투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구상하도록 이끌었다. 고드윈의 견해는 셸리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
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통 종교에 대한 그의 거부감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셸리가 받은 고드
윈의 사상적 영향은 1812년 1월 10일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책은 나의 마음을 새롭고 더욱 넓은 전망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품은 상당히 나
의 인격에 영향을 미쳤고, 그 작품을 읽은 이후 나는 더욱더 현명하고, 더욱 훌륭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it opened to my mind fresh & more extensive views, it materially influenced my
character, and I rose from its perusal a wiser and a better man. (Letters Ⅰ, 227)1)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셸리의 나이는 19세였다. 이후 셸리는 더욱더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인
류를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맨 처음 그는 아일랜
드를 가톨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결심하고 아일랜드로 향한다. 이후 셸리의 불평등과 억
압 없는 이상적 사회 건설의 목표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그러나 고드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철학자로서의 모습과는 달리 셸리
에게 재정상의 궁핍을 호소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셸리는 이것을 위대한
인물을 부양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1820년에도 고드
윈은 셸리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였고, 셸리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고드윈에게 지난 몇 년 간 4,000에서 5,000파운드 정도를 주었다”(Tomalin 94)고 말하였다. 고드

윈은 “셸리에게서 연 수입의 반 정도를 가져갔다. 그러나 고드윈에 대한 셸리의 인내심과 관대함
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였다”(Holmes 598). 셸리는 이 시에서 고드윈을 왕정복고 이후의 밀튼
(Milton)과 연관시키고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책을 쓴 저자로 제시한다. 셸리는 고드윈

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고드윈에 대한 셸리의 존경은 줄어들
지 않고”(King-Hele 252),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철학자 고드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드윈은 셸리의 급진적 자유주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철학자가 되었다.
셸리는 고드윈 다음으로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에 대해 언급한다. 영문학사상 콜리지만큼 다채

1) Percy Bysshe Shelley. The Letters of Percy Bysshe Shelley. Vol Ⅰ, Ⅱ, ed. Frederick L . Jones.
(Oxford: Clarendon P, 1964), p. 407. 이후 이 문헌에서 인용하는 경우 [Letters Ⅰ, Ⅱ]로 약기하고 페이
지만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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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활동을 한 시인도 드물다. 그는 시, 희곡, 문예비평, 번역, 강연, 정치, 종교, 철학, 심리학, 예
술, 과학 등 관심사가 다양한 위대한 철학적 시인이면서 날카로운 비평가였다. 콜리지는 1789-91
년 동안 괴팅겐 대학(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에서 철학을 공부하였고,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과 졸업 후 몇 년 동안 하틀리(David Hartley)의 연상 심리학에 심취하였다. 하틀리는 콜
리지뿐만 아니라 워즈워드 등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셸리도 그의 유명한 저서,
“『인간과 그의 사상, 의무, 기대에 관한 연구』(Observations on Man, His Frame, His Duty, and

His Expectations, 1749)를 1812년 여름 린머스(Lynmouth)에서 읽었다”(Homes 295).
셸리와 콜리지는 비록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셸리는 콜리지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셸
리가 평등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사회 건설을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듯이 콜리지도 사우디와
함께 1794년 ‘만민평등사회 건설 계획’(Pantisocratic plan)(Holmes 150)라는 이상향을 건설할 계
획을 세웠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시도하지 못하였다. 셸리는 콜리지의 『노수부의 노래』(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를 무척 좋아하였다. 특히, 1816년 셸리가 제네바(Geneva)에 머물 때 바
이런과 셸리 일행은 바이런의 별장에 모여 공포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셸리는 악
마의 추격 같은 주제가 그의 시의 주된 이미지가 되었다. 셸리가 이 당시 가장 좋아했던 시가 콜
리지의 『노수부의 노래』였다. 1816년 콜리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바이런은 7
월 18일 제네바에서 셸리에게 콜리지의 「크리스타벨」(“Christabel”)을 읽어 주었다. 이때 셸리는
손을 머리에 얹고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후에 그는 그의 아내 매리에게 그가 그 시를
들었을 때 여인의 젖꼭지가 인간의 눈으로 변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격적 감동을
주어 런던에서 그 시를 직접 주문하여 읽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 홈즈(Holmes)는 셸리의 “가장
효과적인 본보기는 엘리자베스 시대 드라마도 자코비언(Jacobean) 드라마도 아닌, 그리스 연극,
밀턴의 『복락원』(Paradise Regained ), 그리고 콜리지의 『노수부의노래』이다”(425)라고 말할 정도
로 셸리가 시극(verse drama)을 창작하는데 콜리지로부터 받은 영향을 강조하였다.
셸리는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 226-231행에서 그의 평생 친구인 호그에 대해 언급한
다. 호그는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때로는 이기주의적이었고 철학을 사랑하고 전통적 권위에 반감
을 가졌던 인물이다. 셸리는 호그의 위대한 “미덕”(227)에 대해 언급하고, 그를 “가장 풍부한 바다
에 있는 / 조개 속 진주”(231-32)라고 묘사한다. 셸리와 호그는 대학에서 만난 이후로 공포문학,
독일문학, 이태리 문학을 논하였고 대학에서 일어나는 지적인 활동에는 항상 함께 참여하였다. 셸
리가 대학의 신학적 권위에 대항할 목적으로 팸플릿 「무신론의 필요성」(“The Neccessity of
Atheism”)을 함께 쓴 사람도 호그이고, 셸리가 고드윈의 자립적인 소규모 공동체 설립에 영향을

받아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평등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생활을 처음 시도한 것도 호그와 함께이다.
셸리에게 호그는 함께 자신의 신념을 자유로이 펼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친구였다.
시의 효용론을 다룬 셸리의 대표적인 비평적 산문인 「시의 옹호」(“A Defence of Poetry”)는 그

4

2016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의 친구인 피칵의 「시의 네 시대」(“The Four Ages of Poetry”)에 대한 반론으로 쓴 글이다. 피칵
은 이 글에서 시는 계몽된 사회에서 시적 상상력이 더 이상 현실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무용하
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셸리는 피칵의 주장에 대해 시인은 참된 진리를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
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예술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자이고 문명사
회의 창건자라고 시의 효용론을 주장하였다. 피칵은 시에 대해 셸리와 대립적인 사고를 갖기도 했
지만, 사회에서 시의 입지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학의 동반자였고 셸리는 이태
리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피칵과 서신교환을 하며 문학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이외에
도 셸리는 호레이스 스미드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다. 그는 증권 중매인, 시인 그리고 소설
가로서 상당한 재산도 모았고 너그러운 성격을 지닌 인물로 동료 문인들의 칭송을 받았는데, 그는
“1821년 그는 스스로 셸리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변호사의 음모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계속

된 싸움에 스스로 관여”(King-Hele 253)하였다. 스미드의 “기지와 감각”(247)에 대한 이야기로 셸
리는 친구 목록을 마무리 짓는다.
셸리의 철학적·문학적 교류는 시에 언급된 인물들 이외에도 많이 있었다. 셸리는 1814년에 보
인빌 여사(Mrs Boinville)와 그녀의 딸 코넬리아(Cornelia Turner)로부터는 이태리어를 배웠고,
1820년 메이슨 부인(Mrs Mason)은 셸리와 그리스어를 함께 읽었으며, 마리아 기스본으로 부터는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학에 대해 배우는 등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학
을 접할 수 있었다. 셸리는 그들과 소박한 식사를 할지라도 깊이 있는 철학적 사색을 할 수 있는
관계였다. 1820년 셸리는 피사에 정착한 후 그곳에서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였고, 그의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모여서 문학과 각자의 사상을 토론하곤 했다. 이를 ‘피산 서클’(Pisan circle)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는 바이런(Lord Byron), 트랄르니(Edward Trelawney), 윌
리엄스(Edward Williams), 제인(Jane)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셸리가 언급한 동료 시인과 철학자에 대한 묘사는 인간적
인 면이 강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이들은 그들이 동의하고 원했다면, 셸리가 계획하
고 시도했던 이상 사회의 핵심을 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지적 동반자들이었다. 셸리는 이 시에 등
장한 친구들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력을 내리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 셸리가 묘사한 철학자와 문
인들은 “반추적인 인물들(reflective figures)로서, 그들은 한 층 더 폭넓고 두드러지게 기지(wit)와
익살의 가능성에 노출된 인물들”(Keach 113)이다. 비록 그들로부터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
을지라도, 이러한 철학자, 친구, 문인들과의 다양한 교류는 셸리의 철학사상과 시적 성장에 자양분
이 되었다. 이러한 지적 ․ 철학적 자양분은 셸리만의 날카로운 시각과 사고를 갖게 하였고 그의 시
적 창조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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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적 창조력의 원천으로서의 외부현실
셸리는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항상 시적 창조력과 상호 관련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시인은 당대
현실의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시적 창조력은 자신이 존재하는 당대의 현실적
부정(injustice)과 모순을 반영하고 시인은 그러한 부정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셸리는 현실 변혁을 이룩하는 것과
시적 창조력의 승화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역설하였다. 셸리에게 시적 창조력은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창조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즉, 당대의 현실과 밀접하게 맞물린
시적 창조력이 그 현실을 뛰어넘어 변화의 힘을 이룩하는 것은 셸리 시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셸리의 시 이면에는 정치적 관심이 저변에 깔려 있고, 시를 통한 사회변혁
은 시인으로서 그의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이고 그의 시가 갖는 여러 측면들 중에서 독자의 관심을
많이 끄는 내용이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셸리는 이태리라는 “일시적으로 덜 위협적인 세계 속으로
피신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놀랍게도 정치는 표면으로 드러난다”(Webb 78). 그는 스스로 추방
자가 되어 영국을 떠나 이태리로 갔지만 평화로운 그곳의 환경에 안주하지 못하고 조국 영국의 정
치 현실에 항상 관심을 갖고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이 시는 셸리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태리의
레그혼(Leghorn)에서의 삶과 영국에서의 삶을 대조적으로 드러내 주지만, 그는 영국보다 이태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셸리는 조용히 무의식적으로 레그혼에서 런던으로 의식의 변화를
시작한다. 그는 의식의 장을 런던 자체로 옮기는데, 특히 런던의 이면에 초점을 맞춘다. 셸리는 자
신을 마리아 기스본의 위치에 놓고 그녀가 주변에서 무엇을 보는지 상상하며 의식을 따라간다. 그
는 그녀에게 그들 둘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라고 말한다. 밤하늘, 별 그리고 달
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제시하지만, 갑자기 그 아름다운 꿈은 잔인하게 깨진다.
그러나 곁에서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 초라한
전세 마차 정류장, 벽돌집 혹은 쓸쓸한 법정을 울타리 친 벽
우리들의 서글픈 정치를 낙서한 흰 글씨
혹은 더 나쁜 것은 ―
비틀거리는 비참한 여인, 그녀의 저주는
그녀와 거래하는 동업자인, 야경꾼의 저주와 뒤섞였다.
그대는 세레나데를 대신하여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
But what see you beside? ― a shabby stand
Of hackney coaches, a brick house or wall
Fencing some lonely court, white with the scrawl
Of our unhappy politics; or wo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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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retched woman reeling by, whose curse
Mixed with the watchman’s partner of her trade,
You must accept in place of serenade ― (265-71)

셸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녀 주변에 있는, 전세 마차, 매춘부 그리고
빈민가 벽에 휘갈겨 쓴 정치적 낙서 등 런던의 지저분하고 야비한 현실을 상상한다. 마리아 기스
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런던과는 반대로 그는 꽃과 반딧불이와 새들의 노래, 이태리 사람들의 쾌
활한 소리가 들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태리의 밤에 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 있는
것 같다. 셸리가 창조한 이태리 밤 풍경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풍요의 세계를 제시한다. 따라서 셸
리는 이태리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유음(liquid sound)인, “trembles”(279), “slumbering”(279),
“silver”(285), “milky”(285), “still”(290) 등을 사용하고, 반대로 런던을 묘사하는 단어는 정적이고

냉엄한 “Hackney”(266), “brick”(266), “scrawl(267)” 등의 거친 자음을 사용한다(Hodgart 153). 런
던을 묘사하는 거친 자음들은 쓸쓸한 마당이나 초라한 마차 정거장이 있는 빈민가의 추한 모습을
반영한다. 이태리의 새소리, 세레나데 노랫소리와는 다른 그들의 악담을 퍼붓는 목소리가 “불행한
정치”(268)와 행복하지 않은 런던의 모습을 확연히 대비시켜 준다.
셸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부당하고 비참한 삶에 또한 분노했다. 그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는 나이 들고, 병든 여인들,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비참한 생활상에 절망과 아픔을 많이 느꼈다.
1785년 영국은 방적공장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면직물 생산이 활발하였다. 면화가 가득한 공장

에서 부녀자들과 아동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대부분 근무환경은 열악했고, 공장
에서는 공장주가 고용인들의 규칙 위반을 온갖 욕설과 해고, 벌금, 육체적 체벌 등을 통해 가혹하
게 처벌하곤 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명기 프
랑스에 만연한 폭력에 두려움을 느낀 의회는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강하게 반대했다.
1799년과 1800년에 통과된 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셸리가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태리는 아름다움 그 자체이지만 그의
의식의 흐름은 공공 마차 정류장, 병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 성에 희생된 비참한 여성들이 있는 런
던의 거리이다. 셸리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그들 곁에 서서 연민과 사랑
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시인은 몽환적으로 아름다움만을 읊는 존재가 아니라, 창
조력의 원천은 굴곡지고 어두운 사회의 이면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임무는 사
회를 계도하는 것이다. 시인은 능동적인 자세로 그들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는 개혁가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런던에 대한 생생한 현실적인 묘사는 시의 끝부분까지 계속된다. 런던에 대한 묘사의 시각은 상
당히 날카롭고 생생하며 감상성을 배제하였다.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253-64행에
서 그려낸 밤 풍경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그것이 환기시키는 부드럽고 화려한 시적 스타일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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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달, 구름, 별이 등장하는 신화적인 환상의 세계는, 술 취한 매춘부로 대표되는 “불행한 정
치”의 현실로 바뀌고 만다. “1820년 상반기 영국의 “불행한 정치”를 지배한 사건들은 ‘카토 거리
음모 사건’(Cato Street conspiracy)과 ‘캐롤라인 왕비 사건’(Queen Caroline affair)이다. 카토 거
리 음모 사건은 내각 암살을 준비하던 한 무리의 음모자들이 2월 23일 체포되었을 때 저지되었
다”(O’Neill 130). 카토 거리 음모 사건은 비밀리에 정보가 경찰에 제공되어 경찰이 영국 내각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혁명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셸리에게 그 소식은 달갑지 않은 것
이었다. 그는 이 소식을 접하고 피칵에게 “모든 것들이 개혁을 좌절시키려 음모를 꾸미는 것 같
네”(Letters Ⅱ, 176)라고 유감을 나타내었다. 실패한 음모는 가담자들이 모두 사형에 처하는 비극
적 결과를 가져오고, 정치적 좌절에 대한 비통함만 남았다. 캐롤라인 왕비 사건2)은 희극에 가까운
것이었다. 개혁론자들은 그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 했지만, 그 사건의 결과는 아
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불만을 표출하게 하기 보다는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
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의 278-84행에서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태리의 풍경이 또
다시 묘사된다. 이태리는 셸리에게 풍경의 아름다움만을 전하는 곳이 아니다. 셸리가 이태리에서
편안함을 느낀 이유는 “그의 사고에 대해 냉소적인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Weinberg 10) 있
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태리에서 생활한 1818-1822년 동안 가장 다산적이고, 그의 시와 산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쓰인 기간이라는 것에서 이태리에 대한 셸리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러한 셸리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셸리의 시적 능력 중 하나는 『아틀라스
의 마녀』(The Witch of Atlas ), 「서풍부」(“Ode to the West Wind”)에서 나타나듯이 자연의 아름
다움을 단지 감탄과 찬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대의 암울한 시
대 상황을 떠올리고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그의 의지의 표출로 만드는 그의 시적 능력이다. 그러나
그는 영국과 멀리 떨어진 이태리의 낙원과도 같은 환경에 있지만 조국의 시대 상황을 등한시할 수
도 없는 시인의 숙명을 안고 있다. 1819년 영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 ‘피털루 대학
살’(Peterloo Massacre)을 듣고 분노하여 쓴 『무질서의 가면』(The Mask of Anarchy ),이나 영국
왕, 조지 3세(George III)의 노쇠와 정신착란 신하들의 부패 등을 비난하는 『1819년 영국』
(“England in 1819”)과 같은 시들은 당대의 정치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시인

셸리에게 정치적 현실은 시적 창조력의 원천인 것이다.
지난 20세기 신비평의 출현은 셸리에게 치명적이었다. 20세기 신비평가들은 셸리는 나약하고

2) 캐롤라인은 영국 왕 조지 4세(George Ⅳ)의 왕비였다. 그녀는 1795년 조지 왕이 왕세자였을 때 결혼식을
올렸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곧 별거를 하고 이태리에서 살았다. 왕세자가 조지 4세로 즉위하자 그녀는 영
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왕비임을 주장하였지만, 그녀를 제지시키기 위해 조지 4세는 그녀를 왕비 자리에
서 쫒아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를 지지하는 영국의 많은 중산층, 노동계급 여성들의 전국적인 항의로 무
산되었는데 이 사건이 캐롤라인 왕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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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의 치열하고 진지한 직면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셸
리의 시가 현실과 유리되고 인식론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셸리만큼 당대의 정
치적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한 시인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당대
의 현실 문제를 조망하는 것은 시인 셸리에게 하나의 시적 창조력의 원천이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마지막에 묘사된 런던의 이미지는 강한 영향력을 전
해주며 지속적으로 셸리로 하여금 더 행복한 지복의 낙원인 이태리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그러므로 셸리에게 외부 현실은 재점검할 수 있는 능동적인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시적 창조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셸리의 위대함은 인간 창조력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불합리와 압제를 넘어서려는 투철한 노력에 있다.

Ⅳ. 시의 사회변혁 기능
창조성이란 현재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 안에 내재한 미래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그 순
간 이루어진다. 시인의 창조성도 고정된 의미와 인식을 만들어 내는 언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의미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순간 이루어진다. 시인은 어떻게 현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미래의 비
전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인가? 셸리는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이 교차되는 지점과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의 가능성이 태동하는 장소를 시로 극화하여 표현하였다. 시인은 현재에서 미
래를 바라보며, 그의 생각은 가장 나중에 찬란하게 꽃피고 열매 맺을 새싹이 되는 것이다. 셸리가
생각하는 시인은 기존의 고착화된 인식의 한계를 저항하고 그러한 인식이 감지할 수 없는 삶을 사
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이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셸리는 사회에서 시인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명
하고 있다. 셸리는 시인을 거미줄에 있는 거미와 고치 속에 있는 누에로 묘사하고, 그는 뛰어나고
미묘한 사고의 고독한 방을 거미줄 치며 앉아 있다. 이 고독한 방은 그가 사망한 이후 그를 사랑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줄 것이다. 셸리에게 중요한 것은 친구나 가족
간의 애정의 결속,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이었다. 그는 시인으로서 항상 비평
가들로부터 정당한 문학적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인은 항상 고독하고 비평가
들의 부당한 비평에 외롭게 맞서야 하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진실로 이해해 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그에 대한 애정 어린 기억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당대 현실의 지배적 가치와 시인의 존재는 대부분 대립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시인들은 현실상
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어나가기 힘들고 소외되고 고립된 인물로 묘사된다. 현실로부
터 고립된 시인들은 거미나 누에처럼 그들 자신의 내장기관에서 귀하고 섬세한 사고와 감정의 아
름다운 실을 뽑아내야만 한다. 셸리는 시인을 거미 이미지로 묘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시인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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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만든 사고의 누에고치 속에 놓인 누에로 표현한다. 셸리의 시, 「종달새에게」(“To a Skylark”)
에서 시인을 “사고의 빛 속에 / 숨어 있는”(305) 것으로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하는 시
인은 고립과 은닉의 이미지를 준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감수성이 더 풍부한 시인을
이해하고 그러한 시인의 작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셸리
의 경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의 본모습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의 주
변에 있는 지인들조차도 그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 셸리가 타인들로부터 이해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셸리 스스로 자신을 박해받고 있는 은둔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창조한
신화 속에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자, 방랑자, 고독한 존재 등과 같은 셸리의 이미지가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셸리가 영국이나 이태리에 머무를 때, 고드윈의 집, 보인빌 부인의 살롱(Boinville’s
Bracknell salon), 말로우 서클(Marlow circle), 피산 그룹(Pisan group) 등 그는 항상 그의 주변에

있는 문학이나 철학을 논하는 작은 그룹의 일원이었다. 그는 당대의 작가들을 자주 만나서 그 시
대의 문학에 대한 깊은 우려감도 표명하였고, 계몽된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를 구성을 꿈꾸기도 하
였다. 그러나 그는 낭만주의 1세대들인 워즈워드, 콜리지 등이 조직하여 활동한 호반파(Lake
School)와 같은 문학 학파의 일원도 아니었고, 이러한 문학과 관련된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시인도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고독하였고 그의 시의 목적과 생각은 어떤 문학 학파에 동조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 독창적이고 유별난 천재 시인이었던 것이
다. 따라서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려진 시인의 고독감은 셸리 자신의 특성에서 기
인한 것이기도 하고, 마리아 기스본의 부재로 인해 셸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자주 못
하여 한층 더 고립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당시 이태리에 거주하던 영국인들 사이에서 사교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셸리가 문학 학파의 일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조직화된 단체의 보호와 자신의 견해
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더 쉽게 그가 비평가들의 혹평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셸리는 비평가들이 그에게 가한 무례함, “도덕가들이 벌레라고 부르는 나”(5)
를 회상한다. 그러나 곧 그는 그들의 묘사를 수정하고 스스로를 자신의 몸에서 유기적으로 시라는
훌륭한 실을 창조해내는 누에로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모욕을 “귀하고 섬세한 사고의 훌륭한
실”(7)이라는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어서 도덕가들의 모욕을 그가 자신의 시에서 얻고 싶은 나비
같은 불멸성에 대한 섬세한 찬사로 변모시킨다. 따라서 도덕가들의 비판은 시에서 더 이상 논의되
지 않고 거부된다. 셸리는 “그날의 한가하게 윙윙거리는 벌레들”(9)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
라, 시를 통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불멸성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시라는 숭고한 그
물망을 엮어내는 거미와 누에로 비유하는 것이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 74-74행에서 셸리는 수은이 가득 들어 있는 나무 그릇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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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배를 띄운다. 그런데 그 배는 “거친 이상주의”(75)를 띄우기 위한 배다. 실제 그는 친구들 사
이에서 종이배를 자주 띄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배를 띄울만한 물만 만나면 종이배를 띄우곤
했다. 그가 1812년에 쓴 소네트 「소네트: 지식을 가득 담은 풍선에게」(“Sonnet: To a Balloon,
Leaden with Knowledge”)에서 그는 지식을 가득 담은 풍선을 불을 이용해 하늘 높이 띄운다. 그

풍선은 “억눌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의 빛이 되고 / 오두막집 화로에서 타오르기는
해도 / 압제자의 금물들인 둥근 천장을 통해 포효하게 될 불꽃이 되고 / 지구의 암흑 속에서 횃불
이 되는”(9-13) 풍선이다. 셸리는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불은 악을 극복하고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지식을 의미한다. 셸리는 또한 빈 포도주 병에 자신의 생각을 쓴 인쇄물들을 넣
어 강이나 바다에 띄워 보내곤 하였다. 셸리는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고착화된 인식의 한계를
넘어 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자신의 시적 창조력으로 표현하여 배, 풍선, 혹은 빈병 등 여러 가
지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셸리는 내면의 탐색을 통해 현실을 지각하는 인간 의식의 저 아래까지 내려가 확고히 굳어진 기
존의 현실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함으로써 제한된 인식이 억압하고 있었던 현실의 강한 역동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는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긴 하였지만, 도덕과 지성의 개혁을 위해 혁명보다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혁명은 질서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도덕과 지성의 진보가 혁명으로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 시와 산문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중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고, 그의 시
는 위대한 실천 수단인 것이다.

Ⅴ. 나오는 글
셸리의 사유의 깊이는 쉽게 짐작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 문명과 고전철학, 독일 이상주의 철
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깊고 넓은 지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의 이러한 지적 기반의 형성은 다
양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마리아 기스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
된 고드윈, 콜리지, 헌트, 호그, 피칵, 그리고 호레이스 스미드는 셸리의 삶, 사상, 문학적 신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다. 고드윈의 사상은 셸리로 하여금 평등주의자, 박애주의자, 혁명가로
서 개혁의 투지를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콜리지는, 헌트, 호그, 피칵, 호레이스 스미드 등은 셸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인물들로 그들은 기지와 익살이 있고 문학적 소신을 갖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의 다양한 교류와 친교는 셸리에게 어느 정도 문학에 대한 자
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적 정체성은 그에게 좀 더 사회의 현실
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현실인식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셸리가 활동하던 시대는 프랑스혁명의 실패로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의 이상이 현실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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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이념이 되었고, 혁명 이후 가치 혼돈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절망감이 지배적이던 시대였
다. 그러나 셸리는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유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셸리는
1812년 1월 10일 고드윈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에 대한 숭고한 관심, 높고 고상한 업적, 세상의

변혁, 인류의 평등 등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영혼 중에 영혼이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
는 나의 아버지는 민중의 복지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도
민중의 복지를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Letters Ⅰ, 228)라고 자신의 삶의 지침과 목표를 표명하
였다. 셸리는 시를 통해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도 당대의 현실에 구속된 제한된 인식일 뿐이므로
창조적 역사의 역동적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았다. 그에게 시대적 암울함의 절망적인
상황은 시 창작의 원천으로 승화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당대의 암울한 외부 현실은 셸리에게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
의 시적 창조력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개선해야 할 외부 현실을 재점검하고 그 현실 변혁
의 대상을 시인으로서 시적 창조력으로 승화시킨다. 그에게 시적 창조력은 당대의 현실적 모순과
불합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시에 반영하여 당대의 불합리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셸리에게 진정한 현실 변혁을 이루는 것과 시
적 창조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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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ts, first of all, touches upon “Arcady” and “Chronos” from Greek mythology in the first
poem, “The Song of the Happy Shepherd” (1885) [PPT] included in his first book of poems,

Crossways (1889). The name “Arcady” (Αρκαδία, Arcadia) is derived from Arcas (Ἀρκάς),
the son of Zeus (Ζεύς) ― god of the sky, lightning, thunder, law, order, justice and Callisto
(Καλλιστώ) ― a nymph in the retinue of Artemis (Ἄρτεμις), the goddess of the hunt, wild
animals, wilderness, childbirth, virginity, but transformed into a bear set among the stars.
It was the home of the Greek god Pan (Πάν), and is currently situated in the central and
eastern part of the Peloponnesus. In European Renaissance arts Arcadia was celebrated as
a “pastoral paradise.” Yeats, however, deplores the disappearance of the idealistic and
imaginary vision of the ancient Greek myth in lines 1-2, “The woods of Arcady are dead, /
And over is their antique joy.” The diction, “Arcady” in the mythical age of ancient Greece
is contrasted with Father Time, “Chronos” (Χρόνος, Kronos, Cronus, Chronus) ― one of the
Titans, son of Ouranos (Οὐρανός, Uranus) and Gaia (Γαῖα) or Ge (Γῆ) ― who sings “the
cracked tune” which is symbolic of the inevitable destruction when human time passes by.
Yeats emphasizes in line 10, “Words alone are certain good” that poetry is the only eternal
weapon against the wielding diamond scythe of Chronos that resulted in the annihilation
of the old idealistic world. It is evident that Yeats is obsessed with the concept of
chronological time as in line 274, “Then mock at Death and Time with glances” in Book 1
of even his early long poem, The Wanderings of Oisin (1889). Moreover, Yeats alludes to
Chronos in line 6, “Ere Time transfigured me,” in lines 11-12, “My contemplations are of
Time / That has transfigured me,” and in lines 17-18, “I spit into the face of Time / That
has transfigured me” in the poem, “The Lamentation of the Old Pensioner” (1890). Chronos
will also unmercifully destroy the lover’s beauty but will be eternally remembered by her
old friends as in lines 6-8, “Time’s bitter flood will rise, / Your beauty perish and be lost /
For all eyes but these eyes” in the poem, “The Lover pleads with his Friend for Old
Friends” (1897). Yeats continues to mention the effect of Father Time upon the country
and transient humans as in such lines as “When Time began to rant and rage,” “And Time
bade all his candles flare,” and “What measurer Time has lit above” in the poem, “To
Ireland in the Coming Times” (1892). And Yeats describes Chronos with the changeable
trait in line 9, “And Time and Birth and Change are hurrying by” in the poem, “He mo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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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hange that has come upon him and his Beloved, and longs for the End of the
World” (1897). Yeats continuously describes his concept of chronological time in line 15,
“Or shift Time’s filthy load” of the poem, “The Results of Thought” (1932). Furthermore,
Yeats discloses his view of human history which eternally falls and rises by sexually linking
striking metaphors ― the stallion for Kairos (καιρός) meaning divine time and identified
with immortality with the mare for Chronos identified with mortality as in lines 4-5, “‘The
stallion Eternity / Mounted the mare of Time / ’Gat the foal of the world’” in the poem,
“Tom at Cruachan” (1931). In addition, Yeats implicitly compares his love, Maud Gonne to
Homer’s Helen of Troy by alluding to Chronos and Homer in relation to “her form”
transfigured in the poem, “Peace” (1910) [PPT].
Meanwhile, Yeats who mentioned “Olympus” (Ὄλυμπος), the dwelling mountain (2,919 m)
of Greek gods in his poem, “The Fascination of What’s Difficult” (1910) heavenwards turns
to the constellation Pleiades (Πλειάδες) rather than “the planets” suggested by A. Norman
Jeffares (31), derived from Greek mythology by “The Sailing Seven” in the second stanza of
the poem, “A Cradle Song” (1890) [PPT]. Lines 5-6, “God’s laughing in Heaven / To see you
so good” are reminiscent of Victorian optimism described in lines 7-8, “God’s in His
heaven ― / All’s right with the world!” of Robert Browning’s short poem, “Pippa’s Song”
(1841). In this delightful poem, which expresses the affection of God and the Cosmos for a
small infant, Yeats is referring to the seven stars of the Pleiades, also known as the Seven
Sisters in the constellation Taurus. The Pleiades were nymphs ― the seven daughters of the
Titan Atlas (Ἄτλας) and the sea nymph Pleione (Πληιόνη) ― an Oceanid nymph born on
Mount Kyllini (Κυλλήνη, Cyllene, 2,376 m) on the Peloponnesus and together with the
seven Hyades are called the Atlantides. The cluster is visible in the Mediterranean at night
from mid-May to early November, which was the sailing season in antiquity ― thus they
are known as “The Sailing Seven.”
In addition, Yeats alludes to the constellation Ursa Major (Great Bear) rather than
Pleiades by “the Seven Lights” and the constellation Dragon ― “Polar Dragon” in Greek
mythology to contrast the transience of his love, Maud Gonne ironically symbolized by “the
Immortal Rose” with the indifference of the personified heavenly stars in the north pole in
the poem, “The Poet pleads with the Elemental Powers” (1892) [PPT] included in his third
collection of poems, The Wind Among the Reeds (1899).
Yeats mystically continues to allude to the constellation Ursa Minor by the “Pilot Star”
and Polaris by the “Crooked Plough” from Greek mythology in the poem, “He thinks of his
Past Greatness when a Part of the Constellations of Heaven” (1898).
I have drunk ale from the Country of the Young
And weep because I know all thing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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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been a hazel-tree, and they hung
The Pilot Star and the Crooked Plough
Among my leaves in times out of mind:

Similarly, yet differently, Yeats three times describes the Zodiac in lines 13-14, “Brightness
that I pull back / From the Zodiac” in the poem, “A First Confession” (1929), in lines 1-3,
“The lot of love is chosen. I learnt that much / Struggling for an image on the track / Of
the whirling Zodiac” and in line 18, “The Zodiac is changed into a sphere” in the poem,
“Chosen” (1929). For the zodiac was in use by the Roman era, based on concepts inherited
by Hellenistic astronomy from Babylonian astronomy of the Chaldean period (c. 1,000-600
BC). The term zodiac is derived from Latin zodiacus, which comes from the Greek ζῳδιακὸς

κύκλος meaning “circle of animals.” The name is motivated by the fact that half of the
signs of the classical Greek zodiac are represented as animals besides two mythological
hybrids. The Latin names of the twelve signs including Aries, Taurus, Gemini, Cancer, Leo,
Virgo, Libra, Scorpio, Sagittarius, Capricorn, Aquarius and Pisces are today mostly
associated with horoscopic astrology.
On the other hand, Yeats earthwards turns to the decimated Troy (Ἴλιον, IἼλιος, Τροία,
Troia) in his description of the terrific beauty of Maud Gonne compared to Helen (Ἑλένη)
in his poem, “The Rose of the World” (1892).
Who dreamed that beauty passes like a dream?
For these red lips, with all their mournful pride,
Mournful that no new wonder may betide,
Troy passed away in one high funeral gleam,
And Usna’s children died.

Line 4, “Troy passed away in one high funeral gleam” refers to Troy being destroyed by
fire caused by the intrusion through fortified walls under the deceiving tactic of the
Wooden Horse, a plan devised by Odysseus during the 12 days’ funeral period of Hector
(Ἕκτωρ) and Achilles (Ἀχιλλεύς).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and Homer’s The Iliad
(Ἰλιάς), the passage “one high funeral gleam” implies that Hector ― the eldest prince, son
of Priam, King of Troy and commander-in-chief of the Trojan army ― is killed by Achilles.
But afterwards, Achilles destined to be killed by the arrows shot by Apollo (Ἀπόλλων), the
Greek god of the sun and music worshipped by the Trojans, or Paris (Πάρις) also known
as Alexander (Ἀλέξανδρος) ― the younger brother of Hector ― guided by Apollo made
another high funeral gleam inside the Greek allied forces. The phrase “one high funeral
gleam” is later paraphrased as line 7, “Hector is dead and there’s a light in Troy” in the
poem, “The Gyres” (1938). Later Yeats uses again the myths of Troy and Helen for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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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iction of three great but lonely figures represented by Caesar, Helen, Michelangelo in
politics, mythology and arts in line 5, “Troy backed Helen; Troy died and adored” in
Section III of the poem, “Three Songs to the Same Tune” (1934) and in line 4, Section II of
his revised poem, “Three Marching Songs” (1939), both included in his last collection of
poems, Last Poems (1939). Yeats juxtaposes the fate of “Usna’s children” from Irish
mythology with that of Troy in Greek mythology. Usna’s children were the brothers
Naoisei, Ainle and Ardan. Ainle and Ardan accompanied Naoise and Deidre, the daughter
of King Conchubar’s storyteller when they eloped to Scotland but Conchubar had all three
of the brothers beheaded when they returned to Ireland. It is implicitly alluded that Yeats
compares his love Maud to both Helen and Deidre in the poem.
Furthermore, Yeats through the speaker, Robartes juxtaposes both the death of Hector
and the forthcoming death of Achilles, the heroes of the Trojan War, to the birth of
Nietzsche (1844-1900), the German philosopher who proclaimed the concept of Overman
(Übermensch), in the description of his esoteric theory of the 28 phases of the lunar cycle
in lines 44-47 of the poem, “The Phases of the Moon” (1918) elucidated and developed
into his occult philosophy in his A Vision (1925).
Eleven pass, and then
Athena takes Achilles by the hair,
Hector is in the dust, Nietzsche is born,
Because the hero’s crescent is the twelfth.

Interestingly, the same line is comically changed into a paradoxical imperative, “Go pluck
Athena by the hair” in the dialogue between man and woman in the poem, “Michael
Robartes and the Dancer” (1918) included in the same entitled book of poems published in
1921. The passage, “Hector is in the dust” reappears as the phrase, “buried Hector” in
Section VI, “His Memories” of the poem, “A Man Young and Old” (1926). The title “His
Memories” refers to Yeats sleeping with Maud Gonne in Paris in 1908, still compared to
“Paris’ love,” Helen.
My arms are like the twisted thorn
And yet there beauty lay;
The first of all the tribe lay there
And did such pleasure take ―
She who had brought great Hector down
And put all Troy to wreck ―

The dictions, “beauty,” “The first of all the tribe,” and “She who had brought great H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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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 And put all Troy to wreck” are all metaphors for Maud Gonne with whom Yeats
finally had sexual intercourse in the consummation of their long-lasting friendship.
Yeats proceeds to juxtapose a female “Sphinx” (Σφίγξ) in Greek mytholog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gyptian male sphinx ― androsphinx with a “Buddha” in Section II of
the poem, “The Double Vision of Michael Robartes” (1918) [PPT]. Through “the mind’s eye”
of the speaker, Robartes “on the grey rock of Cashel,” the historic site located in County
Tipperary, Ireland, the merciless sphinx which devours all the passengers who cannot
answer her riddle on the way to Thebes, Greece is antithetically beyond time and space
contrasted with the merciful Buddha’s meaningful posture of both hands signifying human
redemption in India.
Likewise, Yeats overlaps “Niamh” in Irish mythology upon “Phoenix” (φοῖνιξ) in Greek
mythology in the poem, “The Lover asks Forgiveness because of his Many Moods” (1895)
[PPT]. Niamh meaning brilliance, a beautiful immortal of the Tribes of Danu who inspired
Oisin away to the Land of the Young is the source for Yeats’s The Wanderings of Oisin.
Phoenix is a mythical bird which lived five or six hundred years in the Arabian desert. It
burnt itself to death on a funeral pyre but emerged with renewed youth to live another
cycle. Later Yeats continues to use the image of “phoenix” as in the phrase, “my phoenix”
in the poem, “The People” (1915) and as in the phrase, “I knew a phoenix in my youth” in
the title poem, “His Phoenix” (1915), both included in the seventh book of poems, The

Wild Swans at Coole (1919). The theme of “life-in-death” symbolized by Phoenix is clearly
elucidated in the passage, “being dead, we rise, / Dream and so create / Translunar
Paradise” in Yeats’s later poem, “The Tower” (1925).
Yeats proceeds to sing about Helen of Troy compared to his everlasting Muse, Maud
Gonne in terms of “Helen-Maud Gonne symbolism” in his poem, “When Helen Lived” (1913)
by using the subjunctive mood, “Yet we, had we walked within / Those topless towers /
Where Helen walked with her boy.” The phrase, “Those topless towers” of Troy is
reminiscent of line 95, “the topless towers of Ilium” in Christopher Marlowe’s Dr. Faustus
(V.I). Yeats incessantly praises the beauty and intelligence of Maud Gonne, the Irish fighter
for independence from the ruling England in comparison with Pallas Athena (Παλλὰς Ἀθηνᾶ,
Minerva) in Greek mythology, a virgin goddess of wisdom and prudent warfare.
Simultaneously, Yeats denounces Maud’s behavior as being “fit for spoil for a centaur”
(Κένταυρος) ― the creature in Greek mythology, half man and half horse ― symbolizing lust
by considering himself as Sextus Propertius (c 50-16 BC), the Roman love poet in his
poem, “A Thought from Propertius” (1917).
She might, so noble from head
To great shapely k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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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 flowing line,
Have walked to the altar
Through the holy images
At Pallas Athena’s side,
Or been fit spoil for a centaur
Drunk with the unmixed wine.

The “centaur” is reminiscent of Yeats’s poem, “On a Picture of a Black Centaur by Edmund
Dulac” (1922). Yeats’s highest praise of Maud Gonne compared to Pallas Athena is again
vividly portrayed in lines 9-11, “Maud Gonne at Howth station waiting a train, / Pallas
Athena in that straight back and arrogant head: / All the Olympians; a thing never known
again” in the poem, “Beautiful Lofty Things” (1938). When Yeats first met Maud in 1889, as
he confessed in his Autobiographies (1955), “she seemed a classical impersonation of the
Spring, the Virgilian commendation ‘She walks like a goddess’ made for her alone.” In the
end, Yeats denounces the political activity of Maud Gonne compared to Helen in lines 7-8,
“A Helen of social welfare dream, / Climb on a wagonette to scream” in the poem, “Why
should not Old Men be Mad?” (1939).
In addition, Yeats as the speaker implies that he himself chooses philosophical
intelligence rather than artistic indulgence as in lines 11-12 of Section I, “It seems that I
must bid the Muse go pack, / Choose Plato and Plotinus for a friend” in the symbolic
poem, “The Tower.” It shows that in later years Yeats prefers the idealism of Plato (Πλάτων,
427347 BC), the Greek philosopher who propounded the Idea and Plotinus (Πλωτῖνος, c.
204270) to whom Neoplatonism was applied to the foul sexuality initially symbolized by
the Muse and “mocking Muses” (Μοῦσαι) ― Greek goddesses of poetry and arts, the nine
daughters of Mnemosyne (Μνημοσύνη, Memory) and Zeus in line 80 of the same poem.
The Muses likened with poets appear again as in line 12, “And we and all the Muses are
things of no account” in Yeats’s poem, “The Curse of Cromwell” (1937). The Muses
repeatedly appear to unveil Yeats’s idea to abandon politics like Russian communism and
Italian fascism or Catholicism in lines 7-8, “Renounce that drudgery, / Call the Muses
home” and to sing about those images including the lion, the virgin, the harlot, the child,
and the eagle in lines 15-16, “Recognise the five / That make the Muses sing” in the
poem, “Those Images” (1938). And the Muse is also used to express Yeats’s contempt for
modern monarchs in lines 17-18, “The Muse is mute when public men / Applaud a modern
throne” in the poem, “A Model for the Laureate” (1938). Yeats continues to compare
himself as “many-minded Homer,” the blind ancient Greek poet and Maud as Helen, the
archetype of unfaithful beauty as in lines 35-37, “the tragedy began / With Homer that was
a blind man, / And Helen has all living hearts betrayed” in “The Tower.”
However, Yeats ranks Plotinus, whose philosophy was heavily influenced by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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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below Plato and Pythagoras (Πυθαγόρας) whose philosophy is more
transcendent, and depicts that along with the two classical philosophers Minos (Μίνως),
the first King of Crete, and his brother Rhadamanthus (Ῥαδάμανθυς) are all in the grove
of Elysium in the poem, “The Delphic Oracle upon Plotinus” (1932) [PPT]. The Delphic
Oracle implies that the god Apollo within the ancient temple-sanctuary located beneath
Mount Parnassus (Παρνασσός) ― a mountain of limestone (2,457 m) situated at Delphi in
central Greece ― spoke through the Pythia (Πυθία), human priestess, and offered
inspiration and guidance to all who sought his aid including Pythagoras, Herodotus,
Plutarch, Lykurgos, Solon, Oedipus, King of Thebes, and even Alexander the Great. Minos
and Rhadamanthus in Greek mythology are the two sons of Zeus and Europa in Crete and
afterwards become righteous judges in the underworld.
Yeats continuously uses “Peleus,” “Thetis” and “Pan” in Greek mythology to portray the
marriage and carnal love on Mount Pelion (1,610 m) between Peleus, mortal man and
Thetis, immortal sea-nymph in Section III [PPT] of the poem, “News for the Delphic
Oracle” (1939). Peleus (Πηλεύς), a Greek hero and friend of Heracles, served in Heracles’
expedition against the Amazons and in his quest helping with Jason for the Golden Fleece
on the Argo. Thetis (Θέτις), a sea nymph or a Nereid, daughter of the ancient sea god
Nereus and Doris. Yeats’s pictorial description of their making love results in the
conception of their surviving son Achilles implicitly implied as in the phrase, “Thetis’s belly
listens.” Pan is a fertility god, traditionally represented with small horns on his human
head, with legs, thighs, feet and tail of goat in the same manner as a faun or satyr. He
invented the flute and delighted in caverns often associated with wombs and sexuality. The
lines, “nymphs and satyrs / Copulate in the foam” playfully disclose the sexual union of
beauty and beast represented by nymphs and satyrs in the “foam of Aphrodite” symbolic of
generative love in Greek mythology. The source of the above-mentioned section is taken
from The Marriage of Peleus and Thetis by the French painter Nicholas Poussin
(1594-1665) Yeats had seen in Dublin’s National Gallery.
Furthermore, Yeats employs Greek myths of “Dionysus” (Διόνυσος), “Muses” and the ship
“Argo” (Ἀργώ) in Section 1 of “Two Songs from a Play” (1926) [PPT] included in his ninth
collection of poems, The Tower (1928). The first stanza parallels the myth of the Greek
god Dionysus of wine and fertility wit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Dionysus,
child of a mortal Persephone (Περσεφόνη), and an immortal, Zeus, was torn to pieces by
the Titans. Athena implied by the “staring virgin” snatched the heart from his body,
brought it on her hand to Zeus, who killed the Titans, swallowed the heart, and begat
Dionysus again, upon another mortal, Semele (Σεμέλη). In the passage above, all the
Muses sing of Magnus Annus because they regard the ritual death and rebirth of the god
as a recurring event, part of the cycles of history ― Magnus Annus, the Platonic Year ― the
Greek Myths in the Poetry of W. B. Yeats ( Joong-Eun 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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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Year. Both Dionysus and Christ had died and been reborn in March, when the sun
was between the Ram and the Fish, and when the moon was beside the constellation
Virgo, who carries the star Spica in her hand. Meanwhile, the second stanza mentioning
another Troy and another Argo is developed from the Eclogue (40 BC) of the Roman poet,
Virgil (Vergil, Vergilius 70-19 BC) and alludes to Book 4 of William Morris’s The Life and

Death of Jason (1867). The above-mentioned Section 1 asserts a parallelism and even
identity among the three pairs, Astraea and Spica, Athena and Dionysus, and Mary and
Christ.
In the meantime, Yeats sardonically compares Maud Gonne with Crazy Jane in his poem,
“Crazy Jane Reproved” (1930) by alluding to “Europa” (Εὐρώπη) as in lines 5-6, “Great
Europa played the fool / That changed a lover for a bull.” Europa was the daughter of
Agenor, King of Tyre, and Zeus fell in love with her and assumed the white bull to carry
her off to Crete. There she became the mother of Minos, Sarpedon and Rhadamanthus.
The name of Europa was the origin of the continent Europe in Greek mythology. Yeats
goes on to introduce “Perseus” as in line 10, “Saint George or else a pagan Perseus” of the
poem, “Her Triumph” (1929). Perseus (Περσεύς), the first hero in Greek mythology was the
son of Zeus and the mortal Danaë (Δανάη) shut up in a bronze chamber visited by Zeus as
a shower of gold, and the legendary founder of Mycenae and of the Perseid dynasty of
Danaans, beheaded the Gorgon Medusa and saved Andromeda from the sea monster Cetus
by breaking “the chain” and setting her “ankles free.” “Saint George,” soldier in the Roman
army, who later became venerated as a Christian martyr and “pagan Perseus,” are both
famous as dragon-slayers.
Yeats continues to use such Greek mythological terms as “Attis” and “Lethean foliage” in
his poem, “Vacillation” (1932) to emphasize the conflict between human death and life
compared with “a tree” which is “half all glittering flame and half all green.” The phrase,
“he that Attis’ image hangs” reveals the festival of Attis (Ἄττις) the priest used to hang the
god’s image on the sacred pine tree. Yeats identifies the poet with the priest, himself
castrated like Attis, the vegetation god who castrated himself when Cybele (Κυβέλη),
originally Anatolian earth mother goddess drove him to frenzy. It shows that Yeats was
influenced by Sir James Frazer’s The Golden Bough (1890) which deals with the myths of

Attis, Adonis and Osiris. And the words, “Lethean foliage” derived from Lethe (Λήθη), the
river of complete forgetfulness, one of the five rivers of the underworld of Hades in Greek
mythology symbolize the forgetful death of humans.
Finally, Yeats uses the Greek myth of “Atlas” in the first stanza of Section I of his last
elegy on himself, “Under Ben Bulben” (1939).
Swear by what the sages s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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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the Mareotic Lake
That the Witch of Atlas knew,
Spoke and set the cocks a-crow.

The phrase, “the Witch of Atlas” is reminiscent of P. B. Shelley’s poem, “The Witch of
Atlas” (1820) dedicated to his wife Mary Shelley. The Witch is the daughter of the Pleiades,
the seven daughters of Atlas and Pleione mentioned above. Daniel Albright, the late
professor of Harvard University annotated that in Shelley’s poem, the beautiful witch sees
in the waters of Lake Mareotis (Mariout), currently situated in northern Egypt, all human
life shadowed upon its waters in shadows that “never are erased but tremble ever.” She
beheld ultimate reality, the Forms of things reflected in the waters that symbolize earthly
existence.
T. S. Eliot maintains in his essay, “Ulysses, Order and Myth” (1923) that Yeats was the
first to be conscious of the eed to use the mythical method ― “a method for which the
horoscope is auspicious” for “the immense panorama of futility and anarchy which is
contempo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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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베트남의 베트남전쟁 소설 연구: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 이론을 적용하여
김 현 생
(영남대학교)

Ⅰ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핵심 주체는 한국, 미국, 그리고 베트남 3국이다.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이 3국은 전쟁이라는 공동의 장에서 조우하지만 그 역할은 각각 다르다. 한국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한 전쟁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베트남전쟁은 타자의 전쟁에 담보로 잡힌 “저
당물”이다(Kim 406). 미국에게 그 전쟁은 “수렁”(Halberstam 66)이었으며, 여전히 그 성격을 규명
할 수 없는 “모호성”이 특징이다(Herzog 48). 베트남에게 그 전쟁은 도발국가 미국에 맞선 “항미
전쟁”이다(응웬 레 투 34). 이렇게 베트남전쟁은 보는 각도에 따라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차
를 드러낸다(Kim 394). 3국이 서로 얽힌 이 전쟁은 이데올로기가 엇갈린 민족 간의 전쟁으로 볼
수 없다. 그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등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다층적이고 복잡한 입장과
제각기 다른 시각들이 얽혀 있는 하나의 독특한 사회 매개물이다(리영희 79, 103). 독특한 사회 매
개물로써 전쟁이 없었다면 3국은 서로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국이 전쟁이라는 사회 매개물
로써 베트남전쟁에서 서로 얽힘으로써 이 전쟁은 이데올로기가 엇갈린 민족 간의 전쟁으로 볼 수
없다.
베트남전쟁에 개입되었던 한·미·베트남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작품이지만 동일한 사
회·역사적 조건이 매개된 경우다(Guillen 60-70). 이렇게 3국의 베트남전쟁 소설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은 태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이 얽혀 있는 다층적인 전쟁을 단일
한 시각으로 재현했을 때, 그것은 한 면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과 베트남, 미
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한국/미국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재현해 내지 못하게 된다. 베트남전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는 “불구가 된 타자들(mutilated others)”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panos 185). 여기에서 3국 작가의 베트남전쟁 소설을 비교 연구할 가치가 부각된다.
본고는 베트남전쟁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미국·베트남 3국의 베트남전쟁 소설을 부르
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장’(field)과 ‘아비투스’(habitus) 이론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르디외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계들로 보았는데, 그 관계는 개인과 집단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객관적 관계로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황에 따라 대립적 또
는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결국 장은 위치들의 객관적 관계의 망인 셈이다(현택수, 199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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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르디외의 장이론은 그것이 일종의 비유이며, 자기장처럼 서로 끌어

당기고 밀쳐내는 힘들이 부딪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힘은 사회적 힘들이다. 사회적
힘들이 맺고 있는 과계의 상태가 바로 장이다(윤성준 21). 다시 말해서 장은 사람과 사물들이 나와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의 구조이다. 따라서 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끊는 등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현택수 역, 1999, 60-61).
아비투스는 객관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 사이의 매개적 연계이다. 아비투스는 사회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장은 구
조화 된 공간에서 정해진 아비투스에 따라 투쟁의 공간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한·미·베트남 3
국의 투쟁 목적의 차이는 장과 아비투스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장의 행위자들은 장의
존재와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속에서 대립하는 진영은 모두 투
쟁의 내기물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관계라 할 수 있다(부르디외 2004, 128).
그렇다면 한·미·베트남 3국의 베트남전쟁 소설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투쟁 목표 즉, 전쟁의 내기물
은 무엇인가? 전쟁의 장에는 물리적이고 명시적인 폭력 외에 암묵적인 어떤 폭력이 존재함을 감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쟁의 내기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물리적 폭력 이면에 감추어진 상징
적 폭력에 대한 의미를 밝혀 그것이 투쟁의 목표 즉, 투쟁의 내기물이 되는 것을 설명한다.
본고에서 다룰 작품으로는 한국작가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 미국작가 팀 오브라이언(Tim
O’Brien)의 카치아토를 좇아서(Going After Cacciato ), 그리고 베트남작가 쯔엉 투 후옹
(Du’o’ng Thu Hu’o’ng)의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Novel Without A Name ) 등이다. 이 세 작

품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이후의 본격적인 베트남전쟁을 다루고 있으며,1) 세 작가는 각
각 자국의 이름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2) 이 작품들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각국의 베트남전쟁 소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를 분석기제로 할용 하여 세 작품에서 묘사된
공간은 장으로서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는가? 그들은 전쟁 공간에서 각각의 독립된 장을 구조화하
는 동시에 전체 베트남 전쟁의 장을 구조화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한다. 그 다음 구조적으
로 재조정된 장의 근저에는 어떤 인식과 담론이 내재되어 있는가? 세 작품에서 전쟁으로 구조화되
는데 관여하는 아비투스의 공통분모는 무엇이고, 각기 다른 분자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를 적용하여 답을 구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1) 베트남전쟁은 여러 이름으로 거론되지만, 통상 베트남전쟁이라고 일컫는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
여 전면적으로 확대된 1965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마이클 메클리어.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유경찬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2) 참조.
2) 박영한은 1947년 부산 출신으로 1970년 백마부대 보도병으로 25개월 동안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팀
오브라이언은 1946년 미국 미네소타 윌싱턴에서 태어났다. 1969년부터 70년까지 1년 동안 보병으로 베
트남전쟁에 참전했다. 쯔엉 투 후옹은 1947년 북 베트남 타이 빈(Thai Binh)에서 태어나 15세부터 12년
간 항미전쟁에 참전했다.

26

2016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Ⅱ
머나먼 송바강의 박영한은 베트남전쟁에 보도병으로 참전했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77년 이 작품을 발표하였다. 작품은 1978년 제2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함으로써 작품성을

인정받는다. 작품은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자체가 금기 시 되던 당시 얼어붙은 공기를 깬 작품으로
평가된다(최원식 380). 작품에서 박영한은 한국군 황일천(黃一天) 병장을 화자로 내세워 베트남전
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황병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지식층이며, 기타
를 치고 소설을 사랑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베트남전쟁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은 폭력적인 상
관의 비상식적인 횡포, 전쟁 물자를 빼돌려 돈을 버는 동료 병사들의 부패상이다. 그곳에서는 무
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나 목표의식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다. 돈과 육체적 쾌락만
으로 전장에서의 불안한 시간들을 보상받는다. 황병장은 미군을 매춘부보다 더 저속한 것으로 생
각한다. 전쟁의 목적 속에는 휴머니즘 따위는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전쟁의 무익성을 강조한다.
카치아토를 좇아서의 작가 팀 오브라언도 베트남전쟁에 보병으로 참전했던 경험을 근간으로
이 작품을 출판하였다. 이 작품도 출판과 동시에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로써 이 작품은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베트남전쟁 소설 중 가장 많이 연구되는
작품이 되었다(Heberle 108). 작품에서 주인공 폴 벌린(Paul Berlin)은 미국 중서부 출신의 대학을
나온 전형적인 미국 백인 청년이다. 작품의 전개는 벌린이 탈영한 동료 카치아토의 추적에 실패하
고 돌아온 후 야간 보초를 서는 동안 흥미로운 상상을 하면서 시작된다. 벌린은 상상 속에서 카치
아토를 쫓아서 파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동안 그의 어린 시절, 군 입대, 전우의 죽음, 마을 수색,
주변 인물, 주변 환경에 대한 단상들이 이어진다.
쯔엉 투 후옹의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은 위의 두 작품 보다 상당히 늦은 1991년 발표되었
다. 이는 베트남의 출판사정과 베트남 국내 문제 때문이다. 베트남인에게 베트남전쟁은 전 민족적
문제이기에 작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 외국 침
략자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베트남 민족의 비극이 그려져 있다. 작품은 주인공 ‘나,’ 콴(Quen)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콴은 10년 전투 경험을 지닌 28세의 중대장이다. 그는 유약하고 평범한 인물
이다. 그는 미국이 살포한 화약약품 때문에 성불능자가 되었다. 그와 그의 부대원의 임무는 항미
전쟁 중 전사한 전우의 시체를 찾아 수습하는 것이다. 작품에는 많은 사람의 죽음이 제 각각으로
그려진다. 살해되기 전 강간을 당하고 시체가 훼손 된 여전사의 죽음, 오랑우탄으로 오인되어 동
료의 총에 맞아 죽은 병사의 죽음, 말다툼 끝에 분노한 동료의 칼에 맞아 죽는 병사의 죽음, 파편
에 맞아 파상풍으로 죽는 취사병의 죽음, 어제 보았던 할아버지와 손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죽음 등, 이렇게 작품에는 죽음이 산재해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베트남전쟁 소설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죽음은 베트남인에게 이 전쟁이 삶처럼 일상사이며 전쟁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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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의미한다.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머나먼 쏭바강, 카치아토를 좇아서, 그리고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은 모두 전쟁 공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3국의 베트남전쟁 소설에서는 공통적으
로 전쟁의 폭력, 혼돈, 광기, 그리고 허무주의를 다루고 있다. 이는 전쟁의 장을 특징적으로 나타
내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장의 고유한 법칙을 논하면서, 동의어를 반복하는데, “장사는 장사”이고,
“예술은 예술”이라고 한다(부르디외 2004, 125). 따라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쟁터가 당연한

장의 법칙이 된다. 베트남전쟁 공간은 우선 장의 특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장은 사회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장의 공간에서 하나의 위치가 정해지면, 위치간의 대립과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치간의 투쟁이 생기는 것은 장 내부의 행위자들이 지위공간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
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 내부에는 장의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존재하
며, 이를 통해 행위자들은 위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베트남 3국의 베트남전쟁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은 새로운 장 전쟁터에 개입됨으로써 그
들은 그 위치를 점유하여 자신을 그 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쟁은 그 자율
적 장으로 오랜 전통의 무정치성(apolitical)의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Bergerud 262). 부
르디외의 장은 마르크스의 토대/상부구조, 사회구조/상징체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떠한 장에서 생산되는 지적인 산물이나 문화생산품이 경제적 이해나 계급관계
를 거울처럼 반영하지 않는다. 장은 프리즘처럼 “굴절” “재구조화” 또는 “재번역”되는 곳이다(부르
디외 2004, 237). 장의 매개적 성격, 곧 굴절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장이 가진 상대적 자율성이
다. 세 작품에서 전쟁 공간은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장으로 구조화되는데, 이는 인물들의 정신과
몸에 체화된 아비투스가 재생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베트남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결된 다양한 공간들이 비가시적인 전선을 기점으로 양분되는 폭력,
파괴, 혼돈, 강간, 부패의 장으로 변한다. 이는 위치 점유자들의 끊임없이 작동하는 상징폭력의 메
카니즘이 공간적으로 시각화된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 이론을 베트남전쟁 소설에 적용했을 때, 한국․미국․베트남 3국
이 저마다 속해 있는 장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설명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3국의 인물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장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셈이다. 따

라서 그들이 속한 장, 즉 전쟁의 장 특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Ⅲ
머나먼 쏭바강에서 작가는 황병장과 빅 뚜이의 사랑을 통해서 베트남전쟁의 공간을 전쟁터
이상의 공간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황병장의 의식 속에서 빅 뚜이는 공간으로 변하여 그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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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곳으로 상징된다. 여기서 베트남은 보편적 인간유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작동한
다. 전쟁의 도덕적 타락과 육체적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전쟁과 같은 부조리한 공간에서 인
간적 이해와 관계 실존과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빅 뚜이가 베트남 미래의 긍
정적인 표상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황병장은 양가적 가치에서 흔들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카치아토를 좇아서는 벌린의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베트남전쟁이 그의 심리적 배경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는 몇몇의 암시를 제외하고 미국과 베트남과의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미국에게 베트남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무의미한 타자임을 의미
한다. 작품은 또한 파리까지 걸어서 탈영하는 카치아토와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보병 벌린을 통해
서 미 제국주의의 팽창을 암시하고 있다.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은 서술의 주체가 베트남인이다. 작품에서 묘사된 공간은 전형적인
폭력의 장이다. 그들 국토의 유린은 여성 몸의 유린으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낙하산 천
으로 옷을 지어 입고, 헬리콥터 파편으로 빗을 만든다. 그리고 오랑우탄을 잡아 식용으로 한다. 그
리고 전쟁으로 인한 많은 죽음을 통해서 작가는 죽음 또한 스쳐가는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평화롭고 의미 있는 죽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전쟁이 인간의 생명
을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광기와 폭력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전쟁의 장에 갇
혀 있는 사람들이다. 전쟁은 콴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버렸다. 가족애, 사랑, 우정, 정의, 행복,
자유 등 모든 것의 의미를 파괴하고 변화시켜버렸다.
머나먼 쏭바강의 황병장, 카치아토를 좇아서의 벌린, 또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의 콴은
구조화되는 아비투스를 통해 전쟁의 장을 구조화하는 데 동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장이 내포
하는 상징폭력의 억압성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그들이 폭력, 파괴, 죽음, 강
간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습관이나 사고
에 체화된 아비투스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제2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투스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고 이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되
었다는 점이 전쟁이 내포하고 있는 지배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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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 이야기 축약·번역: 굴절과 왜곡
류 현 주
(부산외국어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는 영문학의 대중적 접근과 관련,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번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2014년 새한 영어 영문학회에서 번역학 논의 방향을 번역물 가치 평
가에서 번역 전반으로의 이해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5년에는 한국 영미 어문학회에서
대중의 영문학 접근을 위한 변용과 전용 문제를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사례로
논의했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들 주제의 연장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 독자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어떻게 접하는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일종의 후속 연구로서 번역학 방향
전환의 예시로서 셰익스피어 우리말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논의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작년 4월 23일은 UN이 정한 세계 책의 날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출판된 외국 번역 문학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조선닷컴) 상위권에는 영미문학, 독
문학, 그리스문학1) 등 서로 다른 언어권 외국 문학들이 있었다. 외국어 문해 능력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독자들은 대다수 번역 문학을 통해 외국 문학을 접한다. 언어들간 장벽과 차이로 인해 대
중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번역이 담당하기 때문에 번역은 세계적 고전 명
작이나 특정 외국 문학이 소개되고 확산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강한 영향력을 행
사한다.
한편 영문학을 비롯한 외국문학 전공자들의 관심은 학문 연구 대상으로서 문학 텍스트에 집중
되므로, 비연구자인 대중들의 외국 문학 접근성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했다고 판단된
다. 번역학이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 정착된 후 외국 문학 전공자들도 이런 차원에서 번역의 문제
에 관심을 보여 왔으나 영문학에서도, 번역학에서도 번역 문학의 저변 확대 과정과 여기서 발생되
는 번역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두 학문 모두
번역 문학을 다루면서 원문과 번역문 완역 텍스트를 근간으로 원문 충실성이란 화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역 논의가 원문과 번역문과의 일대일 비교로만 치우치면 몇 가지 근본적이고 유의미한 문제
들이 소외된다. 일반 독자가 외국 문학에 접근할 때 필연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특정 작품 소개와
출판·유통 확산 과정이 간과되고, 원문이 곧 해당 원어(source language)로 된 원서(source text)
1) 1위-오만과 편견, 2위-호밀밭의 파수꾼, 3위-데미안, 4위-그리스인 조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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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중역과 축약 번역(축역)은 우리나라 번역 논의에서는 제외되는 경향
이 있다. 문학(text)에서 사회적 문화(context)로 번역학을 확장한 문화 번역 담론에서도 문화소
(cultural specifics)를 중심으로 원문과 번역문 언어 변환 비교로 귀결되고, 수용자 접근성에서도

아동 독자층에 집중되어 그림책과 동화의 가독성, 가화성 문제만 부각되어, 정작 수용 문화와 수
용자 연령층의 접근성 제고 목적으로 발생하는 중약과 축약은 우리나라 번역학 연구 담론에서 배
제되곤 했다.

Ⅱ. 본 론
1.1 굴절로서의 축약과 축역
본 연구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문학 고전 번역 형태와 양산에
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작가와 작품 자체가 시대적으로나 위상 면에서 영문학 고전의
대명사이고 그만큼 우리말본 출판과 유통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가짓수 또한 매우 많다. 특히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타 세계 고전 번역본에 비해 우리나라 독자들은 중역이나 축역 혹은 우리
말본 축약의 형태로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접해 오고 있어 이 작가를 선택하였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이러한 번역 특성은 작가의 언어(언어학적, 문학적)와 희곡이란 문학 장르에
서 비롯된다. 그의 번역 문학은 출발어 영어와 도착어 한국어란 언어 변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다. 우선 셰익스피어의 영어는 현재와 매우 다른 16세기의 것이고, 셰익스피어 영어 사전이 별도
로 존재할 정도로 작가 나름의 독특한 언어 세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어 문해 능력이 있는
모국어 독자에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현대식 영어로 다시 환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쉽게 이
야기 줄거리를 따라가는 산문 서사체에 비해 막과 장,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희
곡은 가독성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익숙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언어와 문학 장르를 현대 영어와 산문으로 바꾸는 것
이다. 이것은 곧 축약이다.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축약본은 19세기 찰스 램(Charles Lamb)과 메리
램(Mary Lamb)이 다시 쓴(retelling) 『셰익스피어 이야기』(Tales from Shakespeare )이다. 21세기
인 지금까지도 영어 축약본은 계속 출판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특정 셰
익스피어 작품명 대신 그의 작품 축약본들을 일반 대중이 접하면서 이야기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축약의 대명사인 램형제의 책제목과 동일하게 “셰익스피어 이야기”라고 칭했다.2) 흔히 어휘와 내
용이 어른을 위해 창작된 문학작품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층을 위해 축약이 이루어지지만 셰익
스피어 이야기 축약과 축역은 예외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추측하건데 셰익스피어의
2) 구체적인 우리말 (번역)본의 제목은 참고 문헌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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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영어권 독자이든 비영어권 번역 문학 독자이든 작품 원문보다는 축약과 축역을 통해 더욱
많이 접했을 것이다.
비교 문학자이자 번역학자인 앙드레 레페베르(André Lefevere)의 번역 개념은 한 마디로 다시
쓰기로 요약할 수 있다.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과 함께 조작학파(Manipulation School)3) 번
역학을 정립한 그는 기존 번역학 연구 방향과 달리 원문 중심에서 번역문 중심, 특히 번역문이 곧
원문이 되는 외국 독자에게 비중을 옮겨 번역학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레페베르에 따르면 축역과
장르 전환 역시 번역의 한 양상이다. 이것은 기존 번역학 관점으로 보면 왜곡된 것이다. 기존 번
역학에서는 번역문은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번역학
연구 초기에 레페베르는 ‘굴절’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1982, 1984) 바스넷은 기존에 원문 대
번역문을 주종관계로 간주한 번역 평가를 ‘반영’(reflection)으로, 조작학파의 다른 관점을 ‘굴
절’(refraction)로 언어유희(pun)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8).
우리나라에서 셰익스피어 번역은 중역과 축역/축약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를 배려한 이런 형태는 분명 굴절 번역이다. 번역 문학에서 원문이란 해당 원어로 쓴 텍스트
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번역문의 근간이 되는 원서 자체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처럼 원서에도 여러 판본이 있으므로 번역문이 무엇을 근간
으로 나온 것인지 번역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번역학 연구에서 중역 문
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영문학 번역문은 영문 원문을 근
간으로 하였을 것이라는 상투적 고정 관념을 갖고 있거나, 실제 중역 표시가 없어 중역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잘 알려진 영어 원서 텍스트를 원문으로 간주한 것일 수도 있고, 세 개 이상의 언
어(원문 영어−또 다른 외국어 중역 원본−한글 번역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의 구심
점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1920년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부터 최근까지 중역본이 적지 않은 비
중을 차지한다. 처음 소개된 작품은 일본 유학생 현철이 일본어판을 우리말로 옮긴 “하물레트”인
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모두 일본어를 우리말로 옮긴 중역판으로 처음 소개되었다(정선태). 당시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있던 때 외국문물의 유입이 힘들었기 때문에 영문판을 구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영문판들이 있어도 중역의 번역 형태는 필요에 의해 계
속된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셰익스피어 번역은 일본어 중역 의존도가 높다. 1998년 소설 형태
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셰익스피어 단편 소설』 역시 중역본이다. 원문은 1988년 일본 요시코 야기
타(Yoshico Yagita)가 1907년 영국 작가 네스빗(E. Nesbit)이 쓴 영문판 Beautiful Stories from

3) 조작은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을 바꾼다는 부정적 의미와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솜씨로
다르게 바꾼다는(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로 원문을 바꾸는 외국어 번역 문학)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 이
학파명은 후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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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speare 를 일본어로 옮긴 것이다. 일단 우리말로 한 번 소개되면 이후 발표되는 우리말본은
완역이든, 축역이든 아니면 우리말본 축약이든 연이어 우리말 셰익스피어가 출판되고 유통되기는
더욱 쉬워진다.

1.2 왜곡된 축약 혹은 축역
굴절이란 구부러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 구부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굴절로서의 셰익스피어 번역은 실제 구부러진 즉, 번역의 왜곡 경향을 보이는 문제가 있
다. 셰익스피어란 높은 지명도를 앞에 내세워 상업적으로 우리말 번역물이 양산되는 가운데 축역
인지 축약인지, 또 무엇의 축역이고 축약인지 모르는 왜곡 현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에서 언급한 중역 우리말본에는 야기타도 네스빗도 아닌 셰익스피어가 원작자로서 표기되어
있어 내지에 구체적인 정보를 봐야만 이것이 중역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셰익스
피어가 작가로 표기된 우리말본4)은 중역일 수도, 혹은 축역일 수도 있다. 양 면에서 기존에 발표
된 우리말본을 다시 축약한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본이 많다는
것이 곧 다양한 번역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희곡 형태의 완역물 종류보다 산문체 셰익스피어 우
리말본이 더욱 많은 것에서 축역과 축약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외국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직접 옮
기는 것보다는 기존 우리말본 출판물을 축약하는 것이 더욱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의
제목에서 축약과 번역이나 축역이 아닌, 축약·번역으로 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말본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번역인지 편집인지는 오직 출판사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번역자 이
름에 편집인이나 엮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옮긴이로 표시된 사람들이 과연 실제 번역자인
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왜냐하면 이들 대다수가 우리말로 창작하는 작가들인데, 특히 아동과 청
소년용 셰익스피어 이야기에는 우리나라 동화작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역이나 축약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셰익스피어란 이름에만 독자들 혹은 구매자들의 관심을 모아 판매 효
과를 거두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왜곡의 쟁점은 가장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담은 우리말본 대부분의 원문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말본이 번역인지 편집인지도 모르고, 또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원문의 축역인지 혹은
원문 축약본의 번역인지 희곡과 산문 장르로만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희곡 장르를 그대
로 유지한 4대 비극 우리말 출판물을 서로 비교해 보아도 막, 장, 장 제목, 지문이 다르고, 대사
부분도 축약되어 있고, 축약된 대사도 다르다.5) 산문 우리말본 경우 각 작품마다 소제목을 두었는
4) 번역본(중역과 축역 포함)인지 편집본인지 명확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본과 번역본이란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고, 추후 자세히 논하겠지만, 우리말본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학습지의 기능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히려 후자 쪽 역할이 부각되어 대량 유통되므로 번역 문학이란 표현대신 번역문이나 번역
본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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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역시 소제목 수와 제목이 모두 다르다.6)
이는 비단 셰익스피어 작품 우리말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유형의 왜곡은 세계 고전
이라 불리는 외국 문학 우리말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세계 명저 우리말 출판물은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양과 종류로만 보면 외국 문학 수요 증가로 해석된다. 그

러나 사실상 이는 왜곡의 시작이다. 이것은 번역 문학 수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도구로
서 문학 지문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결정적 원인은 대학 입시에 논술고사가 도입된데 있다. 수
요의 왜곡은 번역의 왜곡으로, 그리고 출판의 왜곡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진다.
독서라는 여가 활동은 독후감 작성이란 과제가 되면 학습의 기능이 된다. 전통적으로 문학 텍스
트는 교양과 지식 그리고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데 활용이
되어 왔다. 학습 도구로서 세계적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자체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논술 준비를
위해 한 권의 학습서(예문당 1999)에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세계적 작가들에 각각 몇 페이지만 할
애하여 작가 및 작품 설명, 작품 일부 발췌를 담은 것은 문학 작품 번역본이 아닌 참고서임을 제
목부터 쉽게 알 수 있다.
대입 논술 제도가 시행되면서 세계 명작 전집류와 시리즈물 출판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출판물의 공통점은 논리와 논술이란 용어가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다. 단행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상업적 수익면에서 단행본보다는 전집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논리, 논술은 전집류의
가장 효율적 광고 문구가 되었다. 한국 문학 전집은 물론 위인전도 논술을 붙여 출판물이 간행되
었을 정도로 논리와 논술은 한국 출판 시장의 매력적 홍보 문구였다.7) 전집 출판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집 형태로의 출판이 증가했고, 기존에 출판된 전집 개정판도 학습 문제를 보강하여
앞다투어 출시하는 것이 출판계 판도 변화였다.8) 초·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외국 문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들 출판물은 보충 참고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산된 외국 문학 전
집은 물론 단행본 우리말본에는 특별한 ‘엮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말본 축약과 논술 대비 학
습 문제들을 엮은이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동화 작가나 아동 문학가는 물론
논술 강사와 학습지 회사 근무 경력의 작가, 초·중등학교 교사와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
5) 정음사 1974, 삼중당 1981, 마당문고 1983, 문공사 1983, 홍신문화사 1993
6) 작은평화 1996, 금성출판사 1996, 삼성출판사 2001, 지경사 2007
7) 예: 2007년 출판된 “수능 논술고사 대비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 전집, 2006년 출판된 “교과서 논술 위
인” 전집.
8) 전집을 주로 발간하는 대표적 출판사 지경사와 삼성 출판사의 우리말본 출판물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난다. 지경사의 경우 1995년 ‘초등학생이 꼭 있어야 할 세계 명작 50선’으로 책 뒤에 한 페이지 정도
‘생각굴리기’란 독후감 작성에 대한 추가 텍스트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는 ‘논술대비 초등학
생을 위한 세계 명작’으로 전집 이름이 바뀌었고 추가 텍스트 논술 문제 지면도 대폭 늘었다. 삼성 출판
사는 ‘삼성 어린이 세계 명작’으로 2000년 초 출판하다가 이후 2007년에는 ‘삼성 세계 명작 시리즈’로 출
판된 우리말본에 논술 해설자를 필진에 추가하여 책 뒤에 ‘생각하고 표현하기’란 독후감 작성법을 추가하
였다. 한편 삼성비엔씨는 2006년 문학 전집을 출간하면서 이름 자체를 ‘논리 논술 세계 대표 문학’이라고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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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용 전집류 출판물은 논술해설에 무게를 두어 해설자의 유명세(혹은 유명대학)를 전경화시켜
독자 혹은 학습자의 신뢰와 관심을 유도한다. 글쓴이, 옮긴이(혹은 엮은이), 문제 출제 및 해설자로
표기되는 표지에 굳이 논술 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람들만은 소속 학교를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표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9)
문학 텍스트는 책으로 출판될 때 해당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 연보, 작품 해설 등 추가
텍스트(para text)가 수반된다. 이는 번역 문학을 읽는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된다. 외국
문학 번역 왜곡은 이 추가 텍스트 또한 왜곡시킨다. 번역자보다 엮은이들이 더 많다는 것은 해당
우리말본이 축역이 아니라 축약임을 시사한다. 본 문학텍스트는 축약인 것이니 기본적인 우리말이
잘못되지 않는 한 내용은 축약한 편집인 혹은 출판사의 몫이고 역점은 오히려 추가텍스트인 논술
문제에 주어진다. 그렇다면 외국 문학 작품 표지를 가진 책은 문학텍스트가 아니라 학습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학 텍스트는 학습 문제를 위해 발췌되는 지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추가텍스트 번역 왜곡은 우리말본이 문학이기보다 학습 참고서라고 보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이는 중역 인상을 주는 우리말본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현상은 주로 영어 원문들이 많이 보급
되어 있는데도 굳이 비영어권 국가의 출판물에 근거해 출판한 우리말본에서 흔히 발견된다. 외국
문학 번역물처럼 보이는 전집 제목에 ‘논술시험 실전대비용 재미있는 문제풀이 세계명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명작’ 독서보다 ‘문제풀이’에 목적이 있음을 솔직하게 보여 준다.10) 번역 문학
처럼 보이는 우리말본의 학습서 기능은 이 명작 시리즈물의 책소개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무도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글쓰기 공부, 어휘력,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문장력, 일반 상식 등
글쓰기와 논술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물 표지에는 옮긴이
가 편집위원실로 나타나 있다. 무엇을 편집한 것이고 무엇을 옮긴 것인가? 수수께끼의 연속인 우
리말본의 번역 실태, 그 해답은 외국 문학 작품을 왜곡한 엮은이와 옮긴이만이 알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의 축약이 나은 우리말본 셰익스피어 이야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축
약과 중역의 다시쓰기로서 굴절 개념의 번역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문도 모르는 축역/축약 대량

9) 한 예로 2000년에 신원 문화사에서 출판된 ‘중학생 필독서’ 전집에는 ‘작품토론’과 ‘생각해보기’란 독후감
작성 문제 풀이을 담당하는 다수의 교수들이 표지에 필진으로 표시되어 있다.
10) 1994년 웅진출판에서 발간한 세계명작 시리즈물은 프랑스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와 동시에 출판된
것이다. 이 출판사의 “한국-프랑스 일류대학 논술고사 대비 세계 명작 다이제스트와 문제집”이란 시리즈
소개 문구는 이렇게 출판된 명작들이 말 그대로 ‘다이제스트’(축역 혹은 축약)이고 본 목적은 학습자의
논술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문제집인 것이다. 이 시리즈물 책 편집은 문학텍스트와 문제집의 비중을 반
반씩 두고 앞 뒤 표지를 달리하여 각각 앞에서부터 읽으면 문학 텍스트이고 뒤에서부터 읽어나가면 문
제풀이집이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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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양상을 보여 왔다. 그 주된 이유는 학습적 도구로서 우리말본 수요 증가에 있었기에 우리말
본 셰익스피어 이야기들은 굴절이 아닌 왜곡된 형태의 출판물 범람으로 이어졌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방대한 셰익스피어 작품 번역과 우리말본을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니고 또 그
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럴 필요는 없다. 앞에서 예시한 사례들은 대표성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서
추가로 발견되는 예들에서도 공통된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는 모두에서 밝힌 찰스 디킨스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자가 확인한 것이고 다른 작가들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왜곡이 왜곡임이 드러날 때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때이다. 번역과 저작권 문제는 별도의 심
화 연구를 통해 다루어야 할 만큼 주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이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번역인듯 번
역아닌 번역의 왜곡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곧 저작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서론에서 언급한 UN 세계 책의 날의 정확한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2015년 우리
나라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두 건(신경숙과 헤르만 헷세의 『데미안』)의 표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헷세는 사망한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것은 우리말 번역본으로 판매된 출판
물이 기존 우리말 번역물을 축약하여 편집했다는 문제 제기와 소장 접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굴절이란 미명으로 왜곡되는 번역 출판 유통 문화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번역 왜곡 현상을 감지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연구자들만의 지적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들은 번역이든 굴곡 현상이 왜곡된 것이든 우리말본을 통해 셰익스피어 이
야기를 알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논술용 학습서의 역할이 문학을 즐기면서
동시에 학습까지 도와주니 이로운 것이라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출판물들이 우후
죽순 늘어나는 과정을 안다면 좋은 번역물을 선별할 때 비단 우리말본에 담긴 언어와 내용의 우리
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문학과 번역학
전문가라는 두 학문 연구자들은 대중들의 외국 문학 접근성 문제와 완역뿐 아니라 중역과 축역 등
언어 변환 이상의 번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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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중이 ‘만드는’ 재미있는 대중 문화 이야기:
영화 <Her>,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과 레이디 가가를 중심으로
이 정 화
(경일대학교)

Ⅰ. 서 론
1985년 이래로 언어론적 회전(linguistic turn)의 대두 이래로 문화 변화로 이어진 디지털 시대

를 거듭나면서 물질과 전통 위주의 지식 사회는 아이디어와 신념이 문화의 상부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여러 인식론적 변화를 통하여 ‘대중 문화’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지금의 문화
는 대중이 중심을 이루고 대중 문화는 그러므로 문화를 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대중은
소비의 중심을 이룬다. 고정된 하드웨어적 지식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이 새로운 대중 문화
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대중 문화는 구조주의의 역사성에 담보를 하지 않은 포스트구조
주의적인 내러티브로 사물의 시니피앙(signifier)과 시니피에(signified)는 서로 일탈하고 서로가 의
미의 접점에서 고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느와르적인 텍스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정된
텍스트를 벗어나서 지금의 대중 문화가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해보
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 현상과 대중성을 이해하는 보람된 연구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의 대중문화는 그동안의 정규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
고 모든 층위의 재구성을 희망하는 그동안의 잠재되었던 대중의 욕망을 발현해가는 텍스트이다.
그러함에 21세기가 만들어가는 대중문화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잠재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그동안 사회 속에서 타자화 되었거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역
사화에서 질서와 규범 중심의 역학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중심의 대중
문화를 분석해봄으로써 21세기 대중문화가 지향하는 새로운 지형도 그리기라는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흔히 대중문화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영화 장르의 경우에
는 이러한 대중문화 읽기의 가장 좋은 텍스트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드러나는 이야기 공간은 분명히 화면 위에 실제로 보여지는 세계의 일부분인 반
면, 함축된 이야기 공간은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등
장 인물에게는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이며, 또한 등장 인물의 행동에 의해 암시되는 모
든 것이다”(『이야기와 담론』 123).

이처럼 현실에서는 행할 수 없는 영화 속의 이야기와 공간은 새로운 것을 임의대로 창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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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이라는 텍스트성 무의식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수백만의 눈동자가 응
시하는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욕망과 생각이 응결되어 있는”(『영화 서
사 자세히 읽기』 10) 영화 속, 그리고 영상 미디어 속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관객의 욕망이 결합되
어 된 대중의 영상 미학이 주는 관람의 즐거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전전인 내러
티브로서 규율에서 벗어나기를 욕망하는 영화 텍스트와 이러한 역학 구도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대중이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 그들이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대의 대중 문화가 지향하는 저항과 생성의
‘parole’의 언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론 II장과 III장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II장에서는 영화
<그녀>(Her, 2013)에 나타난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욕망하는 주체되기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망을;
III장에서는 <헐리우드 몰래카메라 시즌9>(Punk’d Season 9, 2012)1)과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만드는 새로운 대중 문화 현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대중이 ‘만드는’ 생성의
텍스트성이 대중의 호응도에 따라 더욱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
감의 상호텍스트는 더욱 현실의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진화되어 갔음을 고찰해낼 수 있었음
을 먼저 밝혀둔다.

II. <그녀>: 포스트 휴머니즘, 카니발, 그리고 해방: 욕망의 억압에서 탈주로
2013년에 개봉된 영화 <그녀>는 무미한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전도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관객이 상징계와 실재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탈의 경험을 보여준다. 영화 속에 직접 등장하지 않
는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규율과 경계를 벗어난 구도는 ‘벗어남’이라는 순간의 경험을
통해 해방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벗어난 자유라는 일탈의
공간 속에서 주인공들과 더불어 관객들은 자신들만의 상상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지표는 그 자체만의 ‘개별성’(individuality)
을 띠게 되므로 정해진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상관 관계가 없는 부유하는, 그리하여 자유로운 기
표들만이 그 자체의 의미로 통제를 벗어나는 해방의 순간을 누리게 된다. 특히 영화는 주인공들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상징계에 통제 받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재현해내고 있다. 주인
공 테오도르(Theodore)의 사랑은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사랑하는 대상인 사만사(Samantha)로 향
해 있아사 <그녀>는 최근에 논의되는 포스트휴머니즘2)의 양상을 잘 드러낸다.
1)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리즈 9>은 <Punk’d Season 9 >라는 제목으로 미국 MTV에서 2012. 03. 29.~
2012. 06. 07 의 상영을 통하여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을 몰래 설치된 카메라들을 통하여 관찰하고 스타
들을 속인 개그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던 TV 프로그램이다.
2) 디지털 시대와 문명을 통하여 더욱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은 사회적인 힘과 주어진 제
약된 공간의 확대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망에 부응하면서 오늘날의 영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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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는 상징계 질서에서 결핍된 남성성으로 인해 고민하고 현실 세계를 방황한다. 그는 매
력적이지 못하고 그의 아내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거세 공포를 느끼는 남성의 모습이다.
억압은 무의식의 일부로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식계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 억압의 무의식을 읽
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보았듯이 억압된 것의 회귀는 타협의 형성물,
혹은 대체의 형성물인 증상들의 형성 과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게 되고 억압된 것의 회귀의 과정
을 통하여 억압은 반추되어 드러난다(SE 3, 170). 영화는 결핍된 남성성으로부터 오는 테오도르의
억압된 것의 회귀의 과정을 테오도르가 OS 운영체제인 사만사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
준다. 현실에서 아내인 캐서린(Catherine)과의 관계에서 우울증을 느끼던 테오도르는 사만사와의
대화에서는 자신이 삶의 활력을 느낀다고 스스로 주입한 상상을 한다. 테오도르는 자신의 무기력
한 삶을 사만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이 실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여기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테오도르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그의 삶 전체를 좌우할 정
도로 그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연애 편지를 대필하는 작가로서 테오도르는 자
신이 대필하는 편지의 내용 중 “I’m so happy I get to be next to you and look out at the
world through your eyes.”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갈구하는 사랑에 대한 욕망을 고백한

다. 그러나 기대와 욕망이 클수록 절망과 실망의 깊이가 깊어지듯이 테오도르는 사만사가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전원이 꺼진 경우에는 사만사의 부재로 정서적
인 불안을 보이면서 고통받는다.
이처럼 테오도르는 그의 욕망을 기계인 사만사에게 투사하고 기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만사는 오히려 기계이지만 사용자로서의 테오도르를 인간처럼
대하면서 그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Samantha: I love you so much, but this is where I am now. This is who I am now.

이처럼 현실에서 사만사를 조작하는 테오도르와 테오도르에 의해 존재하는 사만사의 모습은 사
만사의 대사를 통하여 사용자와 조작자의 위치는 전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바로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본래 ‘본다’(look)의
의미는 ‘보여짐’(looked at)과 ‘보다’(does the look)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으나 ‘고정된 응시적
시선’(fixed gaze)에 익숙한 관객도 테오도르처럼 사만사가 늘 자신의 응시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히려 응시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기계인 사만사는 테오도르를 응시의
대상과 더불어 보여지는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점이다. 테오도르가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한 채 사만사를 그의 욕망을 투사해내는 대상 정도로 여기고 그녀의 시선은 전혀 상관하지 않
는 모습은 일방적이고 고정화된 시선이 초래하는 시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테오도르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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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넌센스(non-sense)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희화화’를 낳게 되고 이러한 희화화와 착오적인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기계와 인간의 관계는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모습을 통하
여 전복된다. 이러한 정상성의 전복은 일종의 ‘놀이’(play)의 과정의 하나로써 자유로운 사고의 영
역을 확장하는 카니발3)적 문화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카니발적 영역에 들어선 이들의 기묘한 사랑의 과정은 영화 자체를 하나의 놀이와 유희의 텍스
트로 만들면서 테오도르 중심의 시선을 벗어난 영화는 점점 카니발의 영역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관객은 점차 이러한 카니발의 순간에서 테오도르와 시선을 함께 한 채 사만사를 바라보게 된다.
고정화된 시선에서 점차 벗어나서 사만사를 이해하게 되는 테오도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
고 배려하는 방법을 차츰 배워가면서 갇혀 있었던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탈주하게 된다. 사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인 사만사와의 이별도 준비하는 x테오도르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던 과거의 그의 모습과 확연한 대조를 보여준다.
그 이후 달라진 일상성에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테오도르는 아내인 캐서린과
의 이혼을 준비하고 자폐적이었던 모습을 스스로 치유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체
화된 의미의 경험을 통하여 불완전한 주체에서 온전한 주체를 형성해 가는 테오도르는 영화의 후
반부에서 영화의 초반보다 훨씬 정서적인 안정감을 보인다. 남성성의 억압에서 기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한 테오도르는 자신만의 인생의 개별성을 발견하면서 매순간 그가 느끼는 감정의 순간들을
만끽한다. 집단성이나 일반화된 억압에서 벗어나 희열과 쾌락을 찾게 된 테오도르의 모습은 그가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웃으면서 거리를 자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된다. 특히 영화
전반에 나타나는 난색 계열의 색채감은 테오도르가 찾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메타포적으로 보여주
준다. <그녀>는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가 그려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지양하고 오히려 인간과
기계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식상한 헐리우드식 사랑의 방
식이 아닌 ‘기계를 이해하는 인간 vs 인간을 이해하는 기계’라는 기묘한 설정을 통하여 디지털 대
중 문화 시대의 새로운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녀>는 단순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faction’이 아닌 실천적 언어인 ‘parole’으로서 고정화된 상징계 질서를 탈주하게 하는 새로
운 대중 문화로서 관객의 마음에 다가선다.

3) 카니발 이론(Theory of Carnival)을 주장한 바흐친(Mikhail Bakhtin)에 의하면 카니발 특유의 영역과 세
계관은 유쾌한 상대성의 논리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카니발, 즉 축제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뒤바
뀌고 역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영역에서는 모든 구분된 가치들이 전복되고 재배치된다. 이러
한 카니발의 영역과 순간이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복의 과정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며 이 순간은
또 다른 창조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니발의 정신은 집단적이며 민중적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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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과 레이디 가가 :
관람의 쾌감을 선사하는 몸 정치
III장에서는 보다 대중들이 선호하고 친숙하게 즐기는 스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대중 문화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흔히 스타들의 일상 속에서 그동안 쉽게 대중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었
던 스타의 면모를 보여주는 몰래 카메라 형식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흥미와 유행과 유머 코드 등을 전해 줄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찾게 마련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중들은 그들의 일상을 벗어난 대리만족
적 일탈을 경험한다. 스타들의 비범한 능력이나 외모 등을 바라보면서 상징계의 현실 세계를 벗어
나게 되는 대중들의 유희 공간은 앞서 II장에서 논의한 카니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대중들이 일상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로부터의 잠시 동안의 도피, 대중들이
현실적 질서로의 저항의 욕망을 잘 읽어내고 이를 스타에 대한 희화화의 과정을 통하여 표현해내
는 것이 바로 스타들의 몰래 카메라, 즉 스타들의 몸을 이용한 ‘몸정치’이다. 이어지는 본론을 통
하여 보다 자세하게 특히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에 나타난 대중 문화의 양상과 슬랩스틱
(slapstick)적인 새로운 대중적 시선을 끄는 헐리우드 예능인인 레이디 가가(Lady Gaga)를 중심으

로 대중 문화의 카니발 영역을 고찰해보겠다.

III.1. 스타를 이용한 몸 정치의 소극
몰래 카메라 시리즈는 대부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인기 몰이에 성공하
였다. 몰래 카메라는 이를 지켜보는 관객과 조작자(대부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자)만이 스타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관객은 스타를 늘 그들의 우상으로서 바라보던 모습이 아니라 오
히여 스타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우위의 위치에 있다는 점그동안의 스타와 관객의
관계는 전복된다. 그동안 스타가 늘 대중 문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상품을 소비하게 하는 원동
력이 되어줌에 따라서 우위에 있고 반면 대중은 이들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하위에 놓여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존의 역학관계는 몰래 카메라가 선사할 스타에 대한 조롱을 통해 반전된다. 대중
의 내면에 군림하던 스타의 완벽한 이미지는 실수를 저지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상징성
을 벗어나면서 스타들의 우월한 ‘몸’은 대중의 몸과 그 정서적 일치를 공유하게 된다. 대중과 스타
들은 모두 같은 ‘몸’이라는 물질성을 지니고 있지만 몰래 카메라 속에서 평소에 우월한 스타의 몸
의 이미지는 철저히 해체되게 되므로 이것은 하나의 ‘기호학적’(semiotic)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이며 다변화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담론들이 상호간에
협상을 벌이고 새로운 담론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 빅스비(C.W.E. Bigsby)의 용어를 빌어

21세기 대중이 ‘만드는’ 재미있는 대중 문화 이야기: 영화 <Her>,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과 레이디 가가를 중심으로 ( 이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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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면 “중심부를 재정의하는”(redefining the center)(261) 시도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몸과 몸은 서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되기에 새로운 담론도 형
성으로의 전환을 예견한다.

III.2.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성의 유희:

몰래 카메라와 레이디 가가의 대중 문화 형성의 기여
과거의 스타들이 차지했던 위치가 주체적 입장이고 관객은 스타의 행동만을 응시하는 타자적
존재였다면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리즈는 ‘스타의 몸’을 오히려 타자적으로 반전시키면서 대중
을 주체적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리하여 몰래 카메라는 스타의 몸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대중 문
화 구도의 전복을 일으킨다. 환언한다면 몰래 카메라 속 대중 문화의 중심은 대중 문화를 만들어
내던 작게는 제작자, 크게는 정치나 경제구도 등이 아니라 ‘micro-politics’를 담당하는 소비자, 즉
대중이라는 의미이다. 이제 ‘macro-politics’중심의 상명하달의 문화 전달이 아닌 사회 변화를 추
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의식은 이미 푸코(Michel Foucault)가 이야기했던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한
다”(Power is everywhere)라는 주장이나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주장했던 대중 문화를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던 여러 이론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앞서 II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그동안 규정되었던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서 보는
자의 시선이 환영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더 확장해본다면 그동안 바라본 시니피앙과 시
니피에에 대한 임의적 규정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특정한 스테레오타
입도, 혹은 이분법적 구분도 시선의 이동을 통하여 그 구분이 해체된다는 것이 최근의대중적으로
친근한 스타들을 활용한 몰래 카메라 시리즈들과 기타 관찰 예능이 추구하는 몸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스타의 몸은 모든 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투영되는 일종의 ‘공간’이며 스타의
몸은 대중들이 ‘즐기는’ 장소가 된다. 따라서 몰래 카메라가 추구하는 몸 정치는 전통적인 절대적
가치나 일방적인 시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대중적 응시의 대상으로서의 스타의 몸은 처음에
는 대중들이 갈망하는 스타의 아우라,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스타가 대중에게 전해줄 즐거
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몰래 카메라 시리즈들이 추구하는 전도된 구도의 몸 정치이다. 요컨대
몰래 카메라에서 대중들의 ‘보는 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그들이 우러러보던 스타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므로 몰래 카메라를 보는 동안 대중은 자신이 스타
를 조정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스타와 같은 상황을 관찰하게 되는 상상적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현란한 무대와 대중들의 환호 속에서 존재하던 스타들은 몰래 카메라에서는 장
난에 속는 어리석은 대상으로 등장하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은 무척 즐거운 관람의 쾌락을 경험하
게 된다. 몰래 카메라 시리즈들이 이처럼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 프로그

48

2016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램들이 대중이 원하는 관객으로서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일상성
을 벗어난 환상을 기대하는 대중의 갈망은 ‘완벽한 스타들의 몸’이라는 고정된 시니피앙을 해체해
보임으로써 그동안 대중들이 바라보았던 스타들의 몸도 허구이자 환상임 보여주는 설정은 끊임없
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대한 도전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몰래 카메라의 몸 정치는 마치 기존의
‘하드코어적’ 문화의 천편일률적인 시각을 비웃으면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어긋남을 통한 탈-

재현에 성공한다.
몰래 카메라 속 스타들의 모습은 웬지 불완전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인
위적인 가공이 없어진 친근한 모습들이 오히려 소극 효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관객은 그동안 자신
들이 바라본 스타들의 모습은 ‘연기’(acting)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일상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들의 모습은
연기가 아닌 그들의 일상성 그 자체이다. 가버(Marjorie Garber)는 텍스트와 문화 등의 모든 범주
적 위기 속에서 문화적 정치적 목적 등으로 주체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고(125) 라이(Collen Lye)는 특히 복장도착과 같은 교차캐스팅(cross-casting)의 시도는 그동안의
권력 담론으로 인해 젠더화된 권력 구조로 형성된 젠더의 개념까지 변화시킨다고 하였다(274).
이처럼 몰래 카메라 시리즈는 스타를 갈망하면서 그들과 한 몸과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팬덤적인’(fandom) 관객의 호응에 답하면서 여러 제약적인 사회적 시니피앙들이 만들어낸 담론적

질서의 틈을 헤집고 이러한 담론의 문법을 붕괴해낸다. 일종의 ‘작은 정치’의 일환인 대중의 참여
는 수용자 중심의 대중문화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꾸준히 소통하고 만드는 관객의 창의적 생
산인 ‘아방가르드적 텍스트’(text avant-garde) 그 자체이다. 이러한 고전전 텍스트의 시각과 닫힌
대중과의 소통의 과정들을 해체하고 대중에게 희화화된 스타가 속아 넘어가는 과정들을 모두 보
여 준 후에 몰래 카메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숨겨진 카메라는 관객이 연출자나 제
작자와 더불어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카니발의 순간이다. 관객과 제작진만 스타를 속이기 위한
의도를 알고 있고 대중은 제작진과 더불어 스타를 속이는 동참자로서 스타를 응시하고 스타가 속
아 넘어갈 때 마다 몰래 카메라는 스타의 얼굴을 클로즈업 샷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관객과 제작진
은 이 지점들에서 공통적인 공감대를 나누고 그들의 응시를 통일시킨다. 현실 사회에서는 넘나들
기 어려운 많은 이분법적 질서는 스타의 몰래 카메라를 여러 형식의 구분은 일탈의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대중은 그들이 문화 형성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다. 독립적인 의미로 형성되는 스타의 모
습은 몰래 카메라의 역할놀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탈-코드화’라는 쾌락을 선사한다. 그리고 프로
그램이 종영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댓글들과 SNS를 통한 대중들의 이어지는 공감의 공유는 텍스트
를 해석하는 대중들이 주인이 되어 그들의 공간이 중요시되는 대중 문화의 양상을 잘 드러낸다.
몰래 카메라라는 극적인 장치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몰래 카메라가 있는 공간들의 표면적 시니
피앙들의 노출을 숨기는 행위를 통하여 스타들로 하여금 표면적 시니피앙들의 모습들만 바라보고

21세기 대중이 ‘만드는’ 재미있는 대중 문화 이야기: 영화 <Her>,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과 레이디 가가를 중심으로 ( 이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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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숨겨진 시니피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기에 이것은 유희의 순간이 된다. 마치 술래잡
기를 하듯 유쾌한 또 다른 카니발의 순간이 되는 대중 문화의 새로운 공간속에서 스타들이 그들이
처한 난처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에 그동안 바라온 완벽한 스타의 모습과는
대조적이기에 이것은 일종의 해학적 패러디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학적 패러디는 주체가 다른 존
재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필요조건이 된다. 리멘(Kathryn Remen)은 이러한 전환의
과정은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과 환상에 대해 논의를 위해 필요한 장치
(391)라고 하였다. 주체와 타자가 지니는 양가적 정치성을 잘 이용한 몰래 카메라는 대중에게 주

객이 전도된 관객 위주의 우월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동안 그들이 지녀온 스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의 모습에서 스타를 바라보게 한다. 마치 복장전환을 한듯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박
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스타의 의복과 외모는 대중의 일상과 친숙하다. 결국 스타들도 몰래 카
메라를 통하여 그들의 존재 이유는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을 인지하게 되고 현실의 카
메라에서 스타와 대중은 더불어 즐거움을 공유한다. 이처럼 마치 연극의 복장전환과도 같은 서로
상반된 존재가 되는 관객과 스타와의 역할 놀이를 통하여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은 스타
를 갈망하면서도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해소해주었다.

III.3. 대중들은 왜 레이디 가가에 끌리는가?
21세기의 대중 문화는 비범한 영웅적 인물들만이 주인공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정형화된 무대나 고정된 시간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무대에서 조금은
환상적이기도 한 인물들을 제시한다. 우선 1970-90년대 헐리우드 대중 문화 형성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Madonna)의 등장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돈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가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명실 공히 지난 수 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여
자 가수로서 세계에 많은 여자 가수들의 우상이자 영감으로도 꼽히고 있다. 마돈나의 등장 이후
개성을 강조하는 여러 연예인들이 등장하였지만 명실공히 21세기 대중 문화에서 가장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인물인 레이디 가가는 21세기 대중 문화의 아이콘 중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에
서도 뮤지션으로서의 재능도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은 왜 가가의 독특함에 끌리는가?
마돈나와 가가는 매우 ‘스펙터클’(spectacle)한 등장을 통해 매 순간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대중적 미를 선보인다. 멀비(Laura Mulvey)와 같은 페미니스트적 시
각에서는 가가의 모습은 여성의 신체를 클로즈업으로 찍는 물신적 응시를 보여 준기에 부정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가가의 노출은 남성 대중들의 관음증을 자극하기 보다는 단순히 ‘실재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가깝다. 가가의 퍼포먼스는 관객을 위한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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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그녀의 몸은 기존의 여성적 복장 구도 기호 체계에 도전하고 그녀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한 ‘자신을 드러내는 쾌락’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가는 대중 문화를 선두하는
문화 리더(cultural leader)로서 그녀의 모습은 의식과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이 그 뒤를
따르기에 의식과 실천이 같은 스펙트럼 속에 서 있도록 하므로 가가의 연출 또한 몸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
대중들은 가가의 등장을 보면서 그들의 ‘몸의 떨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통제되지 않은 개별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환언한다면 관객도 가가처럼 때로는 억압적 상징 질서의 기제에서 벗
어나 때로는 ‘통제 불능’의 상태이자 쥬이상스의 영역에 있고 싶은 탈주적인 순간을 욕망하고 있
으며 몸의 쾌락은 주체가 가장 쉽고도 강열하게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욕망의 분출구라고 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가가가 만들어가는 문화는 헐리우드 대중 문화에서 순종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추구하는 젠더의 허구성을 일탈하면서 가가가 수행하는 자체적인 ‘퍼포먼스의 텍스트’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희열과 쾌락을 제공한다. 가가의 자연스럽고 허위적이지 않은 여성의 새로운
모습은 고정된 여성성에 대한 본질적 시선에 의문을 던지면서 여성적 젠더 또한 사회가 규정한 또
다른 ‘기의 없는 기표’임을 드러내면서 갇혀 있는 도착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그러므로
일상성과 하드코어의 지식 구도에서 벗어난 가가의 멋은 대중에게 그 일탈성으로 인한 카니발적
영역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회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감시적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녀 자
신을 대중 문화 형성의 새로운 장으로 만드는 가가는 끊임없이 시니피앙 VS 시니피에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기의 없는 기표로서 역사성에서 벗어나 ‘여기, 지금’의 현재성을 대중들에게 제시해 보
인다.

Ⅳ.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본 대중 문화의 새로운 양상들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개념화된 텍스트들
에 저항하고 실천하는 ‘parole’의 텍스트이며 대중들이 의미를 생성해 가는 새로운 실천적 언어이
다. <그녀>는 새로운 남성성을 쓰면서 디지털 시대 속 포스트휴먼적인 대중의 모습을,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과 레이디 가가가 보여주는 일탈적인 패션의 양상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에 대한 재개념화와 대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관찰해
본 대중 문화의 새로운 진화의 과정들은 기존의 기호학적 문법을 붕괴하고 새로운 포스트모던적
전환에 있는 21세기 초국가주의 시대에서 대중이 다시 써가는 대중 문화의 새로운 지형도이다. 인
간은 누구나 상징계에서 살면서도 ‘완벽에의 추구라는 꿈’의 리비도를 추구하는 욕망하는 주체이
며 이것은 캐플러(C. E. Keppler)가 말하듯이, 결국 자아의 확대와 자아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195). 관객으로서의 대중은 이처럼 첨단 대중 문화의 미디어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직접’ 투영
21세기 대중이 ‘만드는’ 재미있는 대중 문화 이야기: 영화 <Her>,
<헐리우드 몰래 카메라 시즌 9>과 레이디 가가를 중심으로 ( 이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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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징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갈망하고 기존의 구도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처럼 기존의 대중 문
화 ‘다시 쓰기’와 끊임없이 대중들의 욕망을 따라 생성되는 카니발적 영역의 상호텍스트성은 21세
기의 대중 문화가 만든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21세기 대중 문화는 역사화의 과정을
거부하고 저항과 탈주를 통하여 새로운 주이상스를 추구한다. 이들의 전통적인 기호학에 대한 저
항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실천적 텍스트는 또 다른 대중을 만들어 내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대중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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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통한 욕망의 주체되기: 보걸의 『뜨겁고 고동치는』
신 지 숙
(영남대학교)

Ⅰ. 들어가며
폴라 보걸(Paula Vogel)의 극은 에이즈, 동성애, 소아성애, 매춘, 포르노그래피 등 사회문화적으
로 민감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사회적 편견을 공격하고 윤리적 잣대를 심
문한다. 보걸은 뜨겁고 고동치는(Hot ’N’ Throbbing )에서 포르노그래피와 가정폭력을 표면적
소재로 다루면서, 섹슈얼리티와 젠더, 욕망과 권력, 폭력에 대한 다층적인 탐색을 요구하며 담론적
인 질서에 대한 교란을 시도한다.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 )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개인의 신체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권력 장치를 비판하고, 섹슈얼리티를 권력의 작동

을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는데, 보걸은 이러한 권력구조의 해체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여성이 욕망
의 주체가 되기를 제안한다. 1970년대 거대한 페미니즘 물결에 기여한 케이트 밀렛(Kate Millet)
은, 헨리 밀러(Henry Miller)의 섹서스(Sexus )를 인용하며 가부장제의 섹슈얼리티 담론에 대한
거센 비판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녀의 유명한 저서인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 )의 첫 장을 할
애한다. 보걸 역시 뜨겁고 고동치는에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 헨리 밀러,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등의 문학정전을 언급하며, 남성 정전작가의 내러티브가 여성을 대상
화한 방식을 폭로하고, 남성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걸은 관객들이 “무대
에서 가정폭력을 직시할 수 없다면 거실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제거할 수 없을 것”(If we
cannot confront domestic violence on our stages, we will not be able to eliminate it from
our living rooms. 231)이라고 단언하며, “극장의 어둠 속에서 공동의 빛을 추구”(seek a
communal light in the darkness of our theatres, 231)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말해, 보걸의 극

장은 사회가 금기시하는 충격적인 문제를 대면하고 문화적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보걸은 아내 살해라는 극단적인 가정폭력을 무대에 올리면서, 독특한 포스트모던 장치와 극적
요소를 활용하여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등장인물을 15세 정도의 소녀(Girl), 14세 정도의
소년(Boy), 거의 34세의 여자(Woman), 34세가 넘은 남자(Man), 그리고 보이스(The Voice)와 보이
스오버(Voice-Over)로 설정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족구성원과 실험적인 인물을 함께 무대에 올리
고, 인물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또 다른 층위로 구성함으로써 단일화자의 방식을 해체한다. 이는
“고정되고 객관적인 관점의 개념을 불안정하게 한다는”(Sauer 19) 포스트모던 극의 목적에 부합하

는 방식이며, “구조주의자들의 계층적 내레이션의 개념을 약화”(Dillen 81)시키는 장치가 된다. 샬

53

린(Charlene)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클라이드(Clyde)라는 남자와 이혼 후 딸 레슬리 앤(Leslie Ann)
과 아들 캘빈(Calvin)을 홀로 양육한다. 보이스오버는 샬린의 내부 자아이자 그녀의 대본을 내레이
션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각적이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보이스오버는 무대에 마련된 유리 부
스에서 춤을 추며 다른 인물들의 동작을 지켜본다. 보이스는 댄스홀의 주인이나 문지기, 생방송
DJ와 같은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한 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존재하는 사회문

화적 담론 혹은 가치를 나타내며, 샬린의 글쓰기에 끊임없이 끼어들어 억압적 담론을 전달한다.
이처럼 실험적인 인물 설정과 더불어 보걸은 실험적인 공간을 창조하는데, 두 개의 조명을 사용
하여 현실과 환상을 공존시키는 독특한 극작을 보여준다. 환상의 세계를 나타낼 때는 일반 조명이
아닌 푸른 조명이 사용된다.1) 팍시 레이디(The Foxy Lady)라는 댄스홀 내부의 중앙에 마치 섬처
럼 떠있는 것 같은 거실이 무대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보이스 오버의 유리 부스가 무대 왼편에
위치하고, 보이스가 오른편에서 사운드 장비를 다스린다. 이로써 보걸의 무대는 두 개의 조명,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목소리를 병치시키는 실험적인 무대가 되며 현실과 환상의 파편화된 텍스트를
상연하는 공간이 된다. “환상과 현실을 혼합한 복잡한 내러티브 층위 때문에” 보걸의 극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김영덕 158). 또한 보걸은 “컷 투”(CUT TO)와 같은 영화기법을 사용하여
브레히트적 소외효과를 생산하여 관객의 몰입과 판단을 유보시키고 비판적 성찰을 유도한다.
보걸은 가부장제의 담론을 비판하면서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다 강조하며, 포르노그래피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여성의 주체적인 에로티시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페미니스트들과는
차별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에로티카(erotica)를 쓰는 샬린을 주인공으로
하는 뜨겁고 고동치는에서, 보걸은 권력의 틈입으로 인한 섹슈얼리티의 담론화에 저항하는 방식
으로, 그리고 욕망의 주체 되기의 전략으로 여성적 글쓰기를 채택한다. 여성의 몸을 여성언어의
출발점으로 하는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은 남성담론이 침묵시켰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담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글쓰기를 삶의 토대로 여기는 엘렌 식수(Hélène Cixous)가 “여성으
로부터, 그리고 여성에게로 글을 씀으로써, 남근에 의해 지배되는 담론의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여
성은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Newly Born 93)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걸의 주인공은 주
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러한 글쓰기는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가 주
장하는 “여성의 체현된 존재하기와 함께 지속되며, 여성의 존재하기가 지니는 생성적 잠재력을 나
타내는”(Lehtinen 10) 작업이다. 남성의 텍스트가 여성의 순종적인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만들어
낸다면 여성적 글쓰기의 텍스트는 저항적 신체와 주체적 섹슈얼리티를 추구한다. 보걸의 “뜨겁고
고동치는” 여성 주체는, 남성이 주는 고통을 극복하고 신체의 욕망과 쾌락을 중시하는 능동적인

1) 뜨겁고 고동치는은 1994년에 초연되었고, 1999년에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텍스트는 환상의 장면에 붉
은 조명을 사용하며 수정된 결말을 가진다. 본 논문이 인용하는 텍스트는 초판을 따르며, 수정된 텍스트
의 인용 시 년도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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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이다. 즉 여성의 신체는 남성담론이 주장하는 훈육의 대상,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생성의 지
점인 것이다. 보걸은 작품의 첫머리에 “어떤 극은 오직 딸이 쓸 수 있다”(Some plays only
daughters can write)라는 제사를 붙이고, 샬린의 글쓰기를 그녀의 딸이 이어가는 결말로 작품을

끝냄으로써 여성적 글쓰기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또한 보걸은 작품의 결말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여성적 글쓰기의 개방성과 유동성, 지속적인 변화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뜨겁고 고동치는에 나타나는 여성적 글쓰기가 욕망의 주체 되기의 추동력이 됨을
발견하고 이러한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식수와 이리가레이가 주장하는 여성적 글쓰기
의 사유를 작품분석의 주된 틀로 적용하여,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주체성 개
념에 도전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글쓰기의 전략을 탐구한다.

Ⅱ. 남성담론에 저항하는 모방적 글쓰기
남성담론은 남성들의 지배와 권력을 특권화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제 질서에 맞춰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구성물이다. 수세기동안 언어를 점유하지 못한 여성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남성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적 재현과 동일시해왔다. 여성의 언어와 담론의 결핍은 여성을 남성
의 질서에 예속시키므로, 여성의 표현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와 담론에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여성의 성적 특질을 강조하며, 단일성의 남근중심주의를 전복하는 여성주체의 복수성을
이론화하는 이리가레이에 따르면, “남성의 재현체계에 대한 의존 없이는 여성은 언어에 접근할 수
가 없으므로”(This Sex 85), 남성담론에 도전하는 전략으로 모방과 모방적 글쓰기를 주장한다. 이
는 남성에 의해 정의된 여성성을 여성의 목적에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남성의 방식
을 모방하여 말하는 위치를 취할 수 있다면 남성담론의 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
장에 대해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리가레이가 “여성을 위한 장소를 획득해내며, 배제된
사실을 폭로하여 특정한 담론이 진행되도록 하고, 부재의 현장이 동원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다”(201)라고 말하면서, 모방개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뜨겁고 고동치는의 주인공 샬린은 남
성을 위한 포로노그래피의 내러티브 방식을 모방하여 여성을 위한 에로티카의 대본을 쓰면서, 가
부장제 담론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의 끊임없는 억압에 대항한다.
샬린의 내부 자아인 보이스오버가 샬린의 대본을 내레이션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자위행위
장면이 묘사되면, 보이스가 19세기 후반의 성의학자인 크래프트-에빙(Krafft-Ebing)의 목소리가
되어 가부장제 담론을 주장한다.
창백한 안색, 무표정한 시선이 이 섹스범죄에 대한 정신병자적인 희생양을 나타낸다. 기억
상실, 무관심, 그리고 . . . 행동의 충돌들이 그로부터 초래되는 만성적 치매의 특성이다−

글쓰기를 통한 욕망의 주체되기: 보걸의 뜨겁고 고동치는 ( 신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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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le complexion, the glassy gaze indicate the lunatic victim to this vice. Loss of
memory, apathy and . . . impulsiveness of action are the characteristic of chronic
dementia resulting from− (245)

이때 조명이 현실로 돌아오면 샬린은 “속임수. 말도 안돼”(Fudge. Fiddlesticks. 245)라고 말하며
가부장제 담론을 조롱한다. 이어지는 환상 장면에서 구강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샬린의 대본
에 등장하면, 보이스가 다시 크래프트-에빙의 목소리로 개입하고 샬린은 컷 투를 외친다.
보이스: 결혼한 여자가 2년마다 임신을 하면, 9개월의 임신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큰 성적
흥분은 경험하지 못한다. [. . .] 여성들이 젖을 먹이는 동안엔 대개 젖을 분비하는 기관이
만들어내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힘에 대한 요구로 인해 성적 욕망이 거의 전멸된다. . . .
최고의 엄마들, 아내들, 가정의 관리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성적 느낌으로도 그다지 힘들어
하지 않는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집안의 의무에 대한 사랑이 그들이 느끼는 유일한 열
정이다.
여자: 세상에. 그런 허튼소린 못 쓰겠네. 삭제. “컷 투−”
THE VOICE. If the married female conceives every second year, during the nine
months that follow conception she experiences no great sexual excitement. [. . .]
While Women are suckling there is usually such a call on the vital force made by
the organs secreting milk that sexual desire is almost annihilated. . . . The best
mothers, wives and managers of households are not very much troubled with sexual
feeling of any kind. Love of home, children and domestic duties, are the only
passions they feel.
WOMAN. Jesus. I can’t use that crap. Erase. “Cut to−” (249)

보이스가 전달하는 가부장제 담론은, 임신을 위한 성행위를 제외한 모든 섹슈얼리티를 혐오스러운
질환으로 규정하고 자위를 정신병적인 행위로 금지한다. 샬린은 남성언어에 접근하여 모방적 글쓰
기를 수행하면서도, 보이스의 내레이션을 받아쓰지 않고 대항하며, 보이스가 전달하는 여성 억압
의 담론을 무시하고 삭제한다.
이리가레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적 글쓰기를 남근중심주의를 전복시키는 전략으로 간주하는 식수
는 새로 태어난 여성(The Newly Born Woman )에서 가부장제가 식민화시킨 여성의 섹슈얼리
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이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녀의 이름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영지가 검다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너는 아프리카이고, 너는 검으니까. 너의 대륙은 어둡다. 어두운 것
은 위험하다. 검은 어둠 속에서 너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어서, 두려움을 느낀다.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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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숲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어둠에 대한 공포
를 내면화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눈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탐험하러 가
지 못했다. 그들의 성은 아직까지도 그들을 두렵게 한다. 그들의 몸은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들은 감히 자신의 몸을 즐기지 못하였다. 여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두려워한다.
As soon as she begins to speak, at the same time as she is taught her name, that
hers is the dark region: because you are Africa, you are black. Your continent is
dark. Dark is dangerous. You can’t see anything in the dark, you are afraid. Don’t
move, you might fall. Above all, don’t go into the forest. And we have internalized
this fear of the dark. Women haven’t had eyes for themselves. They haven’t gone
exploring in their house. Their sex still frightens them. Their bodies, which they
haven’t dared enjoy, have been colonized. Woman is disgusted by woman and fears
her. (68)

이와 같이 여성성은 여성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닌 남성의 규범에 의해 정의되고 지배당해왔다. 자
신들이 알 수 없는 여성의 성에서 두려움을 느낀 남성들은 여성의 성을 금기시하고 여성들조차 자
신의 성을 두려워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여성 억압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여성을 지
배대상으로 종속시켜왔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발견하려면 남성담론의 텍스트를 전복하
고 여성 자신을 표현할 언어를 소유해야 한다. “담론에 의해 착취당한 여성의 자리를 되찾으려
고”(Irigaray, This Sex 26) 시도하는 샬린의 모방적 글쓰기는 새로운 주체를 도모하는 생산적인
모방이다. 이는 또한 그녀 자신의 방어 전략이며,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샬
린은 자신의 글쓰기가 가족을 위한 것임을 딸에게 토로한다: “내가 생계를 잇는 방식 에 대해 . . .
날뛰지 않을 거지 [. . .] 내가 접시에 음식을 올리고, 너희 발에 운동화를 신기는 방법”(You will
not fling . . . the way I make.a.living [. . .] The way I put food on the plate, and Reeboks
on the feet. 238). 샬린은 자신의 방 한 칸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녀의 자식들에게

는 사적인 공간을 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자신은 소파침대에서 잠을 자고 자식에게는 각자의
공간을 내어주었다. 흰색 간호사복을 성적 페티시로 여기는 클라이드는 과거 간호사복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오던 샬린의 모습을 그리워하지만(274), 샬린은 자신의 간호사복을 끔찍해 한다. 클라
이드가 간호사복에 대한 성적 환상을 얘기할 때, 샬린은 매일 밤 병동에서 환자들의 오물을 치웠
던 일을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여긴다. 힘들었던 과거의 직업과, 폭력을 일삼았던 남편과 헤어진
후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샬린은 글쓰기를 새로운 일
로 선택했다: “이 글쓰기가 . . . 나의 온전한 정신을 구해주죠.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This
writing is . . . saving my sanity. I’ll never go back. 276)

샬린이 글쓰기에 몰두해 있는 동안, 전남편 클라이드가 집안에 침입한다.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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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던 클라이드는 이혼과 함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술을 마시고 샬린을 찾아온 것
이다. 금요일 밤에 18달러 37센트가 가진 돈의 전부인 클라이드는 창녀를 살 수 없어서 전 부인을
찾아온다. 샬린은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911에 전화를 걸지만,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잠긴 문
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온 그를 저지할 수 없다. “오디션을 보러 왔지. 당신에게 주려고. 새로운
글감 말야”(I’m here to audition. To Give You. New Material. 251)라고 말하는 클라이드는 이
내 스스로를 여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든다. 그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내보이자 샬린은 총
으로 그의 엉덩이를 쏜다: “병원으로 보낼 만큼만 쏴주겠어”(I’m just going to shoot you just
enough to send you to the hospital. 252).

클라이드가 통증을 호소하는 동안, 보이스는 남성 포르노그래피 배우가 되어 샬린의 대본을 받
아쓰기 한다: “그는 뜨거웠다. 그는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뜨거웠다 그는 고동치고 있었다”(He
was Hot. He was throbbing. He was Hot He was throbbing. 253). 이어서 장면이 5년 전으로

전환되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앉은 자세로 성행위를 하고, 보이스가 크래프트-에빙의 목소리로
끼어들지만 보이스오버가 여성지배자(dominatrix)의 어조로 상황을 통제한다. 샬린의 글쓰기에서
여성이 주체적인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장면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샬린이 피를 흘리는 클라이드를 약품처치해주며 작품에 관한 얘
기를 나눈다.
내가 정말 글쓰기를 시작할 때엔 최면상태와도 같아요. 그건 전혀 내가 쓴다고 할 수가 없
어요. 그건 마치 난 단지 목소리들을 듣고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When I really get going, it’s like a trance−it’s not me writing at all. It’s as if I just
listen to voices and I’m taking dictation. (260)

이는 식수가 지적한 대로 여성적 글쓰기에 수반되는 위험과 고통의 과정이다. 여성이 되기를 두려
워하는 남성의 단성적 글쓰기와 달리 여성적 글쓰기는 타자와의 끊임없는 교환을 수행하므로, “의
식의 상실, 존재의 상실, 감각과 시간과 방향 감각의 혼란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Newly Born
86). 이는 또한 여성적 글쓰기의 실현에 제약을 가하는 거대한 문화적 상황 안에 갇힌 개인의 한

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샬린은 남성의 거대담론이 강요하는 대로 무력함이라는 환상을 학습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녀는 남성문화를 단순히 받아쓰지 않고 담론에 저항하는 모방적 글쓰기
를 추구하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처음엔 그것이 나를 약간 겁먹게 했죠. 하지만 이
제 목소리들을 들으면 좋은 신호라는 걸 알죠.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있어요”(At first it spooked
me a little. But now I know when I hear them, it’s a good sign. And I am in control. 260).

샬린은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담론의 목소리에서 글쓰기의 영감을 얻고 남성의 언어를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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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자신의 언어를 생산하려고 시도한다.
샬린이 글쓰기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남성이 금기시하는 섹슈얼리티의 발현을 이끌어 내는 것
이므로 그녀를 억압하는 담론도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그녀의 주체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규율권력은 점차 위협이 된다. 푸코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란 담론과 권력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권력관계에서 섹슈얼리티는 가장 은밀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도구성
을 갖춘 요소의 하나이다. 즉 섹슈얼리티는 가장 많은 술책에 활용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전략을
위해 거점,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103). 따라서 보이스는 섹슈얼리티를 예속시키려는 규율
화에 저항하는 샬린을 위협하는 담론의 목소리에 강도를 높여간다.
보이스는 크래프트-에빙의 목소리로 “페티시가 된 집착대상에 가해지는 폭력만이 그를 이전의
정력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다”(Only violence done to his fetishized obsession could restore
him to his former virility. 263)라고 말한다. 이어 헨리 밀러를 인용한 후, 다시 크래프트-에빙의

목소리로 “여자는 그녀를 다루는 법을 아는 주인에게만 비밀스런 멜로디를 들려주는 하프이다 . . .
남편은 하프와 음악의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 . .”(Woman is a harp who only yields her
secrets of melody to the master who knows how to handle her . . . the husband must
study the harp and the art of music . . . 264)라고 말한다. 보이스오버는 3년 전으로 플래시백

을 지시하여 클라이드의 사디즘적 폭력을 무대지시를 통해 드러내고, 보이스는 계속해서 “피실험
자는 점점 발기를 위한 에로틱한 자극으로 아내에 대한 폭력에 의존했다−”(Subject increasingly
resorted to violence against wife as an erotic stimulus for erec− 274)라고 말한다. 보걸은 이

러한 보이스의 내러티브를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왜곡하고 착취해온 가부장제의 야만적 폭력
성을 폭로한다.
그리고 다시 현실의 장면이 되면, 글쓰기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던 클라이드가 샬린의 연민을 얻는데 성공한다. 포르노 잡지나 부스 안의 여성을 보면 예전
과 다르게 “어떤 여성은 당신처럼 아이들을 위한 집세를 지불하려고, 그들을 소재로 글을 쓰진 않
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I start to wonder if some woman’s writing them, the way you do,
to pay the rent for her kids. 284)라고 말하고 울음을 보이는 클라이드에게, 샬린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룻밤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집에 피임도구를 가지고 있다”(I’ve got
some protection in the house. 285)는 샬린의 말에 상황은 폭력적으로 바뀐다. 가부장담론은 여

성의 성적 주체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기가 아닌 산포이며, 화살이 아니라 그릇
인”(Newly Born 88) 여성성은 폭력적 발기를 추구하는 남성성을 전복시키는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클라이드는 샬린을 야만적인 폭력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어지는 보이스의 대사는 관객
에게 샬린의 죽음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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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3 계속. 지난해 6월, 당국은 대상자의 아내로부터 통보를 받고 즉각 C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C씨는 지시받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아내를 집 안에 고립시키
고는, 거기에서 정상적인 자극으로는 발기되지 않자 ‘쾌락살인’이라 용어붙일 수 있는 욕망
에 압도당했다. 전 아내의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만족을 느낀 다음에서야 체포당했다.
Case 103 continued. In June of this past year, authorities were notified by subject’s
wife and promptly charged Mr. C. with a restraining order. However, Mr. C. ignored
said order, and managed to isolate his ex-wife in her home, where, unable to
arouse himself by normal stimuli, he was overcome with a desire for what I term
‘lust-murder.’ Only after he had satisfied himself with violence on ex-wife’s body
was subject apprehended. (286)

보이스는 마침내 자신이 감독이 되어 대본을 바꿀 것을 지시한다: “언제부터 대본작가가 영화를
만들지?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거야”(Since when are the movies made by screenwriters?
Directors make the movies. 287). 보이스는 더 이상 여성의 글쓰기를 용납하지 않고 샬린의 에로

티카를 스너프 필름(snuff film)으로 전환시킨다. 클라이드가 샬린의 얼굴에 그의 피를 문지르자 샬
린은 상황을 감지하고 출입문으로 달려가지만, 클라이드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린다. 클라이드는
샬린이 접근금지 요청을 하여 이 모든 상황을 자초했음을 말한다: “남자의 집은 그의 성이지. 그의.
망할. 성이라구.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일이야. [. . .] 판사 따위의 소관이 아니라구!”(A
man’s home is his castle. His. fucking. Castle. What we do in here is our business. [. . .]
Not the goddamn judge’s! 293). 클라이드는 샬린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뒤 자신의 허리벨트로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샬린이 잠시 도망치는 것을 시도하자 이내 맨손으로 샬린의 목을 조른다.
클라이드가 떠나자 보이스와 보이스오버도 그의 뒤를 따른다. 조명이 돌아오면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와서 엄마의 시체를 만진다(294).
밀렛은 성의 정치학에서, 밀러의 섹서스는 “불감증을 가진 여성들, 즉 성적으로 고분고분하
지 못한 여성들은 맞아야 한다. 결혼의 정절이라는 법칙을 어긴 여성들도 맞아야 한다”(9)라는 메
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하며,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의 미국의 꿈(An American Dream )
에 대해서는 “아내를 죽이고” “진정한 남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작품이라고 공격한다(15). 보걸
이 연극무대라는 공적인 장에서 재현하는 클라이드의 폭력은, 이러한 가부장제 문학의 남성 주인
공들이 행한 인식론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에 대한 공분을 촉구한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권력을 전하고 생산하며,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잠식하여 노출시키
고, 약화시키고 좌절시킨다(101). 샬린이 수행하는 모방적 글쓰기는 이러한 담론의 불안정성을 이
용하여 담론의 토대를 침식한다. 모방적인 존재가 담론적 질서 안에서 말하고 그것을 교란할 때,
그녀는 또한 담론의 임의적인 특징, 즉 창조하고, 유지하고, 생략하고, 우회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Lehtinen 48). 이렇듯 모방은 비판적 거리를 생산하여 차이의 다양성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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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확보한다. 샬린이 가부장제 담론에 저항하며 수행한 글쓰기의 과정은 여성성이 어떻게 담론
안에서 허구적으로 구성되었고 왜곡되었는가를 드러내었고, 여성성을 배제한 담론이 지닌 불완전
성을 나타냄으로써 담론의 해체 가능성을 또한 암시해 주는 것이다.

Ⅲ. 욕망의 주체로 수행하는 역동적인 글쓰기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에서 섹슈얼리티는 사물의 대상도 아니
고 에로틱한 삶과 같이 삶의 특정 영역으로 혹은 성기와 같이 신체의 특정 부분으로 지역화되는
것도 아닌, 존재의 통일체에 속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며(167), 신체 생리학의 인과적 결과나
욕동과 본능의 결과가 아닌 존재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며(157-58), 따라서 존재와 함
께 상호확대적인 것이다(169). 그러나 가부장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왜곡하
였으며,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로 인해 고통 받아야 하고, 그것을 수치스러워할 것을”(Millet
119) 강요하였다. 보걸의 작품은, 이처럼 존재의 되기 과정에서 중요한 섹슈얼리티를 남성권력으

로부터 회수하고 욕망의 주체 되기를 추구한다. 전통적으로 글쓰기의 주체는 남성이었으므로 여성
성은 제대로 재현될 수 없었다. 샬린은 모방적 글쓰기를 통해 “상징계가 그녀에게 할애한 침묵이
라는 자리와는 다른 자리를 주장”(Newly Born 93)하였다. 가부장제의 규정에 저항하고 여성의 주
체성을 추구하는 그녀의 글쓰기는 어둠 속에 갇힌 여성성을 호출하여 새로운 되기의 과정으로 위
치시킨다. 이는 식수의 사유를 빌자면 남성이 금기시하여 매장시킨 여성성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제 여자들이 돌아온다. 멀리로부터, 영원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마녀들이 산 채로 갇혀
있는 황야로부터. 밑으로부터, “문화”가 못 미치는 곳으로부터. 남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선고하며, 여자들에게 필사적으로 망각하도록 애써온 그녀들의 어린 시절로부터. 어린 소
녀들과 그들의 “무례한” 육체는 거울 속에서, 유폐되어, 잘 보존되었고, 온전하게 그들 자
신에게로 보존되었다. 불감증이 된 채.
Now women return from afar, from always: from “without,” from the heath where
witches are kept alive; from below, from beyond “culture”; from their childhood
which men have been trying desperately to make them forget, condemning it to
“eternal

rest.”

The

little

girls

and

their

“ill-mannered”

bodies

immured,

well-preserved, intact unto themselves, in the mirror. Frigidified. (Cixous, Laugh 348)

샬린은 생산적 모방행위를 전략으로 하여 남성적 담론 안에서, 담론적 행위를 통해서 여성적 글
쓰기가 생겨날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남성은 대상에 대한 시선을 중요시하지만 샬린은 여성적 글
쓰기에서 서사성을 강조한다: “서사성−즉, 줄거리−가 강조되죠”(Narrativity−that is, pl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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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d. 261). 남성의 이익에 대한 유용성에 따라 도구적으로 개념화되어온 여성성은 샬린의

글쓰기를 통해 주체성을 획득한다. 남성의 욕망에 부합되고 재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된
여성은 샬린의 글쓰기에서 욕망의 주체가 된다. 여성의 몸은 남성 욕망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힘
을 지닌 주체가 된다. 따라서 여성적 글쓰기로 표현하는 “에로티시즘은 여성 권력의 원천”(Ives
52)이 된다. 샬린의 대본이자 내면의 목소리에서 성적 주체가 된 여성은 남성을 대상화하며 통제

권을 행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성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창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신체를 욕망의 대상으로 감상하려고 하죠.
Most importantly, we try to create women as protagonists in their own dramas,
rather than objects. And we try to appreciate the male body as an object of desire.
(262)

여성 주체적인 에로티시즘에서 남성은 비록 뜨겁고 고동치지만 통제력을 상실한 채로 수동적으로
학습된다.
그는 뜨거웠다. 그는 고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통제하지 못했다. 그는 저지당할 필요가 있
었다. 결박당했다. 그리고 교훈을 익혔다.
He was hot. He was throbbing. And out of control. He needed to be restrained. Tied
Down. And taught a lesson. (235)

이렇게 주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샬린의 글쓰기는 그녀의 죽음 후에도 딸을 통해 이어진다. 그리
고 계속해서 통제를 주장하고 주체성을 강조한다. 보걸은 무대지시를 통해 의연한 모습으로 엄마
의 글쓰기를 이어가는 레슬리 앤을 나타낸다.

이 극이 영화대본이라면, 우리는 소녀가 우리의 눈앞에서 나이가 들어 방금 본 장면에서
세월이 흘러 중년여성으로 변화된 것을 볼 것이다. 소녀는 음악에 맞춰 옷차림을 갖춘다.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긴 소매 셔츠를 입는다. 그리고 나서 두꺼운 청바지와 마지막
으로 운동화까지 신는다. 그녀는 머리를 정돈해서 뒤로 묶는다. 그녀의 몸은 약간 더 여위
어서 시선으로부터 보호되며, 뼈는 더 단단해졌고, 얼굴은 더 단호하다. 그녀는 여자가 썼
던 안경을 집어 들고 그것을 착용한다. 컴퓨터 쪽으로 걸어와서 전원을 켠다. 그리고 [. . .]
타이핑을 시작한다.
If this play were a film script, we would see The Girl age before our eyes,
transformed over the years from what she has just seen. The Girl dresses to the
music. She puts on kneesocks, and a long-sleeve shirt. Then thick jeans an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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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shoes. She arranges her hair, tied back. Her body becomes a bit more
worn, more protected from our gaze, her bones less light, her face more
determined. She picks up the glasses The Woman wore and dons them. She walks
over to the computer, turns it on, and [. . .] she begins to type. (294)

딸은 글쓰기의 통제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무대 위 조명까지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

녀는 방이 눈부시게 빛날 때까지 모든 조명을 다 켠다 ”(The Girl crosses to every light in the
room, one by one, and turns them on until the room is blazing. 295). 그리고 컴퓨터로 돌아
와서 깊은 숨을 내쉰 다음 엄마의 대사를 그대로 타이핑한다.
소녀: “보이스오버: 그녀는 뜨거웠다. 그녀는 고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통제했
다. 그녀의 신체를 통제했다. 그녀의 생각을 통제했다.
GIRL. “Voice-Over: She was hot. She was throbbing. But she was in control.
Control of her body. Control of her thoughts.” (295)

극의 마지막 대사는 첫 대사와 동일하게 반복된다. 여성의 주체적인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이 대
사는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중요한 암시의 역할을 한다. 보걸은 대사를 동일하게 쓰면
서도 표기법을 달리 하는데, 첫 대사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V.O. “She was hot. She was throbbing. But she was in control. Control of her
body. Control of her thoughts.” (235)

보걸은 이처럼 인용부호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남성담론에 저항하는 다음 세대 여성의 글쓰기를
보다 능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딸은 이제 보이스오버에게 대사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대본을 쓴
다. 즉 샬린이 목소리를 받아쓰기하며 통제권을 지키려고 분투했다면, 딸은 엄마의 유산인 통제권
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역동적인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걸의 이러한 반복과 차이의
전략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다.
수정된 텍스트의 결말은 다음 세대인 레슬리 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부여하는데, 샬린이 죽고
20년이 지난 후 레슬리 앤은 문학교수가 되어있다. 그녀는 결말부분에서 강의를 마칠 무렵 학생

들에게 모비딕(Moby Dick ) 과제에 대한 당부를 전한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
의 주장을 통제하고,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길 기대하며, 그리고−”(As always, I expect you to
be in control of your arguments, in control of your words, and in control− 2000, 75). 이때

샬린의 목소리가 딸에게 “여러분의 생각들도”(Of your thoughts. 2000, 75)라고 속삭이며 극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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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버전의 결말을 통해 보걸은 여성의 주체성과, 엄마에서 딸로 전수되는 글쓰기의 지속
성을 강조한다. 고정된 결말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희망찬 딸의 모습을 제시하며 텍스트
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보걸의 극작은 변화된 여성성과 지속적인 되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다. 보걸의 주체성 확립에 대한 강조는 퓰리쳐상(Pulitzer Prize) 수상작인 내가 운전을 배운 방
법(How I Learned to Drive, 1997)에 보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보걸은 주
인공 릴빗(Li’l Bit)이 어린 시절 겪은 성적 학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
정을 비연대기적 기억극의 방식으로 극화하는데, 릴빗으로 하여금 1인칭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함
으로써 창조적인 통제력을 부여한다. 릴빗은 “욕망의 페티시로서 여성의 신체적 대상화와 연결되
었던 자동차를 회수”하여 “신체와 기억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신지숙 232). 35세의 릴빗이 관객
을 향해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내가 운전을 배운 방법은 몽타주와 같은 비연대기적
인 기억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233). 뜨겁고 고동치는 역시 샬린이 쓴 대본의
첫 대사가 극의 마지막 대사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순환성을 지닌다. 몽타주와 같은 방식으로 일련
의 사건이 지나가고 대사는 다시 출발점으로 순환되는 듯하지만, 이는 극적인 변화의 잠재력을 잉
태한 출발점, 제약과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여성적 되기의 시작점이 된다.
이리가레이는 “여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she does not exist yet, Speculum 166)라고 말
함으로써, 여성은 되기의 과정을 탐구 중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이리가레이에 따르면, 여성의 표현
양식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일시적인 되기이다. 이는 글쓰기, 말하기에 국한되지 않고 존재의
표현양식이므로 존재하기와 되기에 관여하는 것이다(Lehtinen 17). 특히 하나이지 않은 성(This

Sex Which Is Not One )에서 이리가레이가 주장하는 여성의 두 입술이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역
학은 남성의 나르시시즘을 뛰어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설명한다. 남성의 존재와 활동은 자궁
혹은 내부 우주 즉, 외부를 지니지 않은 폐쇄된 완전체에 대한 노스탤지어에 의해 제한되고 지배
되지만(Lehtinen 161), 여성의 두 입술은 무한한 맞닿음의 결과로 주이상스를 이루는 “마침표 없
는 문장, 끝나지 않는 악절, 끝없이 확장하는 광활한 공간”이다(Irigaray, An Ethics 65). 즉 여성의
주이상스는 욕구 충족에 의해 축소되지도 않으며, 두 입술의 “문턱은 행위의 한계, 결말을 표시하
는 것이 아니라”(64) 무한히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이다.
어떠한 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한(This Sex 24) 여성의 자기성애는 “신체의 파편
화와 도구화에 저항”하고, “정신과 신체라는 형이상학적 구분에 저항”한다(Lehtinen 79). 텍스트를
포르노그래피로 만드는 것은 “권력관계에 입각한 주체-대상의 이분법”인데(Braidotti 200),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지닌 “유동체는 대상과 달리 확실한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Young 80). 두 입술의
“맞닿음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명한 대립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두 위치는 지속적으로 서로

바뀌기 때문이다”(81). 이와 같은 역동성을 가진 여성적 글쓰기는 자신과 타자를 지키기 위해 서로
맞닿는 퍼진 꽃잎을 가진 꽃의 형상처럼, 분리된 텍스트로 구성된 층위를 이루는 글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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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garay, Elemental 78-79). 이러한 다층위의 여성적 글쓰기는 표현과 체현의 통일체를 이루며

교환과 소통을 나타낸다(This Sex 214-15). 따라서 보걸의 다층위적 텍스트는 여성성의 유동성과
역동성을 잠재한 텍스트로 읽혀질 수 있으며, 두 입술의 상징은 엄마와 딸이라는 두 주체의 하나
됨과 연결하여 해석될 수 있다.
이리가레이가 여성성의 결코 닫히지 않는 유동적 팽창을 강조하듯이, 식수 역시 여성성이 지닌
무한한 확장과 확산을 주장한다. 식수에 따르면, “여성의 리비도는 우주적”이고 “여성의 글쓰기 또
한 경계를 새기거나 획정하지 않고 앞으로 무한히 나갈 뿐이다”(Cixous, Newly Born 88). 여성의
글쓰기는 “더 멀리 나아가 마침내 무한으로 넘어가며” “여성의 혀는 가두는 대신 품으며” “천 개의
혀를 가진 다른 언어가 말해지도록” 허락하며, 그러한 언어는 “장벽도 죽음도 모르는” 언어이다
(88). 엄마의 딸, 두 입술로 하나 된 보걸의 여성적 글쓰기는 엄마의 죽음을 초월하여 무한한 개방

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내포한다. 이처럼 보걸은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오랫동안 대상화되고 침묵
당해온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의미의 원천으로 회수하고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도
록 한다.

Ⅳ. 나가며
남성담론이 구성한 규정에 근거해서는 여성은 여성 자신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대안의 규정을 필
요로 한다. 실제화된 표현 없이는 여성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쾌락을 제공하고 재생산에 기여하는
다른 어떠한 여성에 의해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여성성에 기초한 여성적 글쓰기는
궁극적인 여성적 되기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뜨겁고 고동치는의 주인공 샬린은 여성적
글쓰기를 토대로 가부장제의 권력과 폭력에 저항하며 주체적인 섹슈얼리티를 추구한다. 그녀의 글
쓰기는 남성의 권력에서 벗어나 여성주체로 자리 잡으려는 욕망을 행사하는 것이며, 진정한 주체
되기와 변혁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 된다. 여성적 글쓰기가 지니는 유동성은, 고정되고 객관화된
존재라는 것이 궁극적 진실이 아니라 담론적 행위의 산물임을 드러내어, 남성담론의 질서를 교란
하고 해체 가능성을 제시한다.
남근중심주의를 전복하는 식수의 글쓰기와 여성 고유의 성적 특질을 강조하는 이리가레이의 글
쓰기에 공통으로 관류하는 전제는, 여성언어의 출발점이 여성의 몸이라는 것이다. 정신분석의 전
통적 이론에 따르면 남근이 결여된 여성의 몸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여성적 글쓰기
의 이론에 따르면, 끝없는 육체를 가진 여성은 담론의 극한을 초월하여 무한히 확장하고 새로운
탄생을 거듭한다. 보걸은 뜨겁고 고동치는에서 이러한 사유를 채택하여, 남성담론이 침묵시킨
여성의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리게 한다. 남성이 가하는 고통을 극복하고 능동적 욕망을 표출하는
“뜨겁고 고동치는” 주체의 글쓰기는, 단일의 남근, 단일의 중심에 종속되지 않는 대안적 시각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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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이고 생성적인 시도를 검토하게 하는 글쓰기이다.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의 사유 역시 가부장
제 이념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그러나
애초에 권력관계를 인위적으로 규정한 근거가 몸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여성적 글쓰기의 사유
는 압제적인 가부장제 담론을 전복하기 위한 전략적 본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
성의 목소리에 독특한 사유방식을 부여하고 여성 내면의 잠재된 자원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의
모색을 가능하게 한 점은, 여성적 글쓰기가 지니는 부인할 수 없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여성적 글쓰기가 지니는 실천적 힘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걸은 작품의 두 버전을 제시하고 있
다. 보걸이 작품의 결말을 수정해가는 과정은, 여성 주체성 확립의 시도와 작업이 개방적이고 유
동적이며 끊임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여성적 글쓰기의 잠재성을 실현하려는
보걸의 노력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성적 글쓰기에서 주장하는 여성 신체의 복수성 역시 섹슈얼
리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간 표현으로 확장된다면 획일적인 문화적 요구에 저항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걸의 글쓰기는 특히, 엄마의 글쓰기를 미래 세대인 딸이 이어나
감으로써 개혁의 잠재성과 변화추구의 지속성을 제시한다. 여성이 말하기와 쓰기의 위치를 차지하
지 못한다면 여성 주체성의 층위들이 여성 자신의 되기를 위해 사용될 수 없지만, 욕망의 주체로
수행하는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 자신의 되기를 실현가능하게 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또한 단순히
남성담론의 객체와 주체의 자리바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
다(Cixous, Newly Born 85). 이러한 글쓰기는 타자와 함께 하는 하나이며 이를 통해 “죽음의 작업
까지 해체”(86)한다. 딸이 이어가는 글쓰기는 남성의 미성숙한 폭력이 초래한 엄마의 죽음을 해체
하고 새로운 출구를 추구한다. 엄마와 딸이 하나 된 두 입술이 가진 개방성과 역동성은 새로운 변
화와 증식을 도모한다. 이처럼 보걸의 여성적 글쓰기는 대안적 인식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이제 딸의 글쓰기를 문화적 대안으로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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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테렌스 래티건의 『윈슬로우 보이』 다시 읽기
박 희 본
(계명대학교)

Ⅰ. 들어가며
테렌스 래티건(Terence Rattigan, 1911-1977)은 『윈슬로우 보이』(The Winslow Boy, 1946)를
계기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모두 받는 진지한 극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극은 1908년 영국
에서 어느 한 가족이 어린 아들의 무죄와 가족의 명예,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거의 2년 동
안 투쟁했던 아처-쉬 소송사건(Archer-Shee case)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4막으로 재구성된다.
평범한 한 소년을 20세기 초 가장 유명한 법적투쟁의 대상으로 변모시켰던 이 사건은 당시 영국
의 언론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래티건에게 극적 영감을 주게 된
다. 본 논문은 극의 소재가 되었던 아처-쉬 사건을 둘러싼 실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 후, 래티건
이 기존의 상투적인 “잘 만들어진 극”(well-made play)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관객의 기대를 넘어
서는 그 특유의 극작술과 인물 창조를 통해 어떻게 정의의 추구(the pursuit of justice)와 그 대가
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당시 영국 사회와 시대상에 대한 상념과 논평
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진정한 명예의 가치, 사랑의 부등식(the inequality of passion)과 같은
보편적이지만 진지한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화해내는지 분석한다. 아울러 이 극의 영화적
재현은 원작 극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조명해보고, 그 각색과정에서의 변이와 효과도 다각도로 고
찰한다.

Ⅱ. 『윈슬로우 보이』의 소재: 1908년 아처-쉬 소송사건
1908년 1월, 13살의 조지(George) 아처-쉬는 당시 와이트섬(Isle of Wight)의 오스본 왕립해군

사관학교(Royal Naval College, Osborne)에 입학하여 교육받던 어린 생도(cadet)였는데, 그해 10
월 동료 생도의 라커에서 5실링짜리 우편환(postal order)을 훔치고 서명을 위조했다는 죄목으로
퇴교 당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의 관리였던 아버지 마틴(Martin) 아처-쉬는 어린 아들의
무죄를 확신했고, 해군성(the Admiralty)의 일방적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결정했
으며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방안을 강구했다. 아버지는 장남인 마틴 소령(Major
Martin)의 정치적 인맥을 통해 당시 유명한 변호사 에드워드 카슨(Edward Carson)의 관심을 끌게

되고, 카슨은 거의 2년이 소요된 장기소송에서 이 소년을 성공적으로 변호했는데, 이 과정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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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론의 지지에 힘입어 사회적, 대중적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영국 해군(Royal Navy)은 국
왕면책 하에 보호되던 시기였으므로 아처-쉬 가족은 민사법원의 사법권에서 제외되었다. 카슨은
이 사건이 공개 법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제안했
고, 1909년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권리를 지켜라”(Let right be done) 라는 문구와 함께 서명함으
로써 카슨의 청원을 수락했다. 1910년 7월, 런던의 고등법원에서 나흘 만에 조지의 무죄는 입증되
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큰 희생도 따랐다. 법적 비용을 지불하는 데 가족의 상당한 재산을 소진한
아처-쉬 집안에 대한 대중의 동정과 함께 이 이야기는 1911년까지도 신문지면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결국 1911년 해군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지만, 장기간의 시련으로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났다. 조지는 1912년 스토니허스트 칼리지(Stonyhurst College)에서
학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지는
영국으로 돌아와 19살의 나이에 육군에 입대했지만 결국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러한 아처-쉬 소송을 둘러싼 사건들에 영감을 받은 래티건은 이를 극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사
건의 큰 틀을 플롯으로는 차용하되 등장인물에 주요한 변화를 주고 허구적인 인물들도 여러 명 소
개한다. 그의 극은 부당한 처벌을 받은 어린 아들 로니 윈슬로우(Ronnie Winslow)의 누명을 벗겨
무혐의를 입증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또한 정당한 판결을 얻기 위해 2년이 넘도록 권력의 횡포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아서 윈슬로우(Arthur Winslow)와 가족 전체의 힘든 싸움을 극화한다.
권리청원을 왕이 허락할 때 사용되는 말인 “권리를 지켜라!” 혹은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라”로 요
약되는 대 정부 윈슬로우 집안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극작가는 진정한 명예와 정의, 진실에대
한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극의 시간적 설정을 1차 대전 발발 직전의 시기로 몇 년
앞당김으로써, 래티건은 자신의 윈슬로우 보이 사건의 배경을 전운이 감도는 유럽이라는 맥락으로
설정한다. 크리스토퍼 이네스(Christopher Innes)의 지적처럼, 래티건 극의 서브텍스트는 “사회 자
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임박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글로벌 문제가 먼저냐 개인의 자유가 먼저냐
에 대한 가치”(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liberty versus global problems that threaten the
stability of society itself (the coming First World War))(82)라고 할 수 있다.

Ⅲ. 래티건 극의 드라마투르기와 인간미 읽기
이 극은 유명한 소송사건을 다루지만 법정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수잔 루싱코
(Susan Rusinko)의 지적처럼, 극이 역점을 둔 인물도 제목에서 시사되는 윈슬로우 집안 아들도 아

니며, 개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 국가 최고법정의 투쟁을 수반하고 있지만 정의의 원칙 그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극이 전개됨에 따라 로니 윈슬로의 무죄가 점차로 입증되는 과정
에서 독자나 관객의 관심을 끄는 법정재판의 극적 흥미로움도 아니다. 이러한 측면들도 물론 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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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래티건이 이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신빙성 있고 기억할 만한 등장
인물들을 키워나갔다는 점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57-58).
이 극에 두드러진 주제는 정의와 개인 권리의 추구, 사랑의 부등식인데, 임박한 1차 대전의 위
협, 여성참정권론자들(Suffragettes)의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 등의 역사적 컨텍스트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극은 그의 세심한 극작술과 인간미(humanity)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극이자
대표적인 본보기라는 면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윈슬로우 보이』는 이후 래티건의 대
표작으로 인정되며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감정적 깊이를 가진 『브라우닝 버전』(The Browning

Version, 1948), 『깊고 푸른 바다』(The Deep Blue Sea, 1952), 『각자의 테이블』(Separate Tables,
1954)과 더불어 극문학적, 예술적 가치는 물론, 그의 극에 내재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현

대성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이 극의 견고한 구조는 입센(Henrik Ibsen)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특히 2막의 마지막 장면에
는 B. A. 영(Young)도 언급하듯 영국 연극계가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끝맺음 대사(curtain lines)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64-65). 윈슬로가를 방문한 로버트 모튼 경 (Sir Robert Morton)이 변
호를 맡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린 로니에게 눈물을 고이게 할 만큼 엄한 반대심문
(cross-examination)을 마친 후의 대사가 바로 그것이다.
SIR ROBERT. (Leaning forward and glaring at RONNIE with the utmost venom.) I
suggest, that the time has at last come for you to undo some of the misery you
have caused by confessing to us all now that you are a forger, a liar, and a
thief!
RONNIE. (In tears.) I’m not! I’m not! I’m not! I didn’t do it ―
GRACE has flown to his side and now envelops him.
ARTHUR. This is outrageous, sir ―
[. . .]
SIR ROBERT. (To DESMOND) Can I drop you anywhere? My car is at the door.
DESMOND. Er ― no ― I thank you ―
SIR ROBERT. (Carelessly ) Well, send all this stuff round to my chambers tomorrow
morning, will you?
DESMOND. But ― but will you need it now?
SIR ROBERT. Oh, yes. The boy is plainly innocent. I accept the brief.

He bows to ARTHUR and CATHERINE and walks languidly to the door, past the
bewildered JOHN, to whom he gives a polite nod as he goes out. RONNIE
continues to sob hysterically.
CURTAIN. (134-135)

로니의 문제는 영국 하원에서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국 법률상 국왕은 틀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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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해군사관학교 역시 왕의 군대이므로 결코 틀릴 수가 없다는 전제가 작용했다. 그러나 영
국의 국민들은 권리청원을 통해 왕의 은총을 청원하는 길이 있었고, 그 청원이 수락되면, 사법부
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었다. 이 극에서도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exact words he uses on such occasions are: Let Right be done” (127)를 비롯하여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이때 왕이 서명하면서 “권리를 지켜라”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윈슬로우 가족들은 로니가 우편환을 훔치지 않았다고 믿지만, 래티건이 초점을 둔 것은 로니의
유죄 혹은 무죄가 아니다. 그가 역점을 둔 것은 정당한 심판을 받을 개인의 권리, 기존질서를 보호
하기 위해 결속을 강화하여 개인의 말문을 막으려는 지배층에 대항한 투쟁이다. 극 전반을 통해
아버지 아서는 “I shall continue to fight this monstrous injustice with every weapon and
every means at my disposal” (118), 혹은 “An injustice has been done. I am going to set it
right, and there is no sacrifice in the world I am not prepared to make in order to do so”
(140)와 같은 대사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위해 스스로의 건강, 가족과의 관계,

재정적 안정 등을 기꺼이 희생한다. 아내 그레이스(Grace)의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서는 정의
와 관련한 보다 광범위한 영향과 정치적 앵글을 중시한다. 아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인물은 그
의 딸 캐서린(Catherine)이다. 그녀 역시 옳은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인물로 스스로의 삶을 희생
하더라도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서와 마찬가지로 캐서린도, “All I care about is that
people should know that a Government Department has ignored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that it should be forced to acknowledge it. That’s all that’s important to me”
(152) 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결과보다는 로니의 소송사건이 나타내는 보다 큰 그

림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이 극의 배경인 1차 대전 이전의 영국에서는 여성참정권운동가들(the
Suffragettes)이 그들의 명분에 사회적 관심을 끌기위해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캐서린이 자신을 여성참정권운동가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녀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많은 것을 시
사해준다. 비록 스스로를 “not a militant [. . .] breaking shop windows with a hammer or
pouring acid down pillar boxes” (149) 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런던 여성참정권협회(Woman’s
Suffrage Association)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이 운동에 열성적이다. 극 전반을 통해 그녀의 믿음

에 대해 가족들과 로버트 경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극이 초연되던 당시와 오늘날의 관객들은
여성참정권운동이 결국 성공했음을 알고 있다. 이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캐서린과 로버트 경의
대화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반향효과가 있다.
SIR ROBERT. Yes. We won. Goodbye, Miss Winslow. Shall I see you in the
House then, one day?
CATHERINE. (With a smile.) Yes, Sir Robert. One day. But not in the Gallery.
Across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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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ROBERT. (With a faint smile.) Perhaps. Goodbye. (He turns to go.)
CURTAIN. (178)

마이클 빌링턴(Michael Billington)의 평가처럼, 래티건의 극은 전통적인 연극 형식과 진보적인
이상의 혼합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있다. 냉소적이라고 여겨지는 오늘날의 관객들이
정의의 추구에 관한 이 연극을 보며 환호하였으며, 래티건은 “개인의 양심과 기성 권력사회의 지
배층 양자 간의 투쟁을 그린 국가정세극”(a state-of-the-nation play about the battle between
the individual conscience and an entrenched establishment)을 우리에게 남겼다. 래티건은 극

의 사건을 1914-18년 바로 직전으로 설정함으로써 붕괴 직전의 영국 중산층 사회를 잘 보여준다.
또한, 그가 천착하는 사랑의 부등식이라는 주제 역시 이 극에서 다루어진다. 그러한 면에서 중심
축이 되는 인물은 로니의 누나인 캐서린인데, 그녀는 정의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
다. 가족의 소송사건을 위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약혼자 존 와더스톤(John Watherstone)과
의 결혼을 포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과거에 영광스러운 크리켓 선수였다는 기억에 의존하는 가족
의 변호사 데스몬드 커리(Desmond Curry)로부터 맹목적인 청혼을 받는다. 래티건은 이를 통해 세
상에 어떤 정의가 존재할지라도 사랑에 있어서 정의란 없음을 시사한다. 래티건을 정치적 우파로
보는 시각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는 직관적으로는 좌파 성향의 인물이었음이 이 극에서 또한 입증
한다(The Guardian, 19 May 2009).

Ⅳ. 문학의 영화화:
래티건 원작의 힘과 데이비드 마멧(David Mamet)의 각색

1946년 2월 25일 브라이튼 로열극장(Theatre Royal, Brighton)에서 지방 초연을 거친 후 런던

에서는 같은 해 5월 23일 리릭극장(Lyric Theatre)에서 공식 초연되었던 『윈슬로우 보이』는 당시
의 런던시즌 최고작으로 평가되면서 엘렌테리상 최고신작희곡상(Ellen Terry Award for Best
New Play), 뉴욕비평가상 최고해외희곡상(New York Critics Award for Best Foreign Play)을 수

상했다. 2016년 올해는 이 극의 초연 70년을 기념하는데, 2009년 런던 킹스턴(Kingston)의 로즈
극장(Rose Theatre) 리바이벌, 2013년 린제이 포즈너(Linsay Posner)가 연출을 맡은 런던 올드빅
극장(The Old Vic)의 리바이벌 공연과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에 대한 관객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종합해 보더라도, 보편적인 인간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래티건의 극은 초연 당시뿐만 아
니라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건재 하는 가치를 지닌다.
래티건의 극은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극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리바이벌되
어 왔다. 그의 다른 대표작들도 그러했듯이, 이 극 역시 문학의 영화화를 논하는 유용한 텍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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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을 수 있다. 1948년 안토니 애스퀴스(Anthony Asquith) 감독에 의해 처음으로 영화화 된 이후
1999년 미국의 극작가 겸 시나리오 작가로 유명한 마멧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도 각색된다. 래티

건 원작의 힘을 바탕으로 영화언어를 통해 원작의 극세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다소 변화를 준 마멧
의 영상각색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족의 투쟁에서 진정한 명예와 정의 구현의 대가가 무엇인
가, 무죄의 입증인가 아니면 상처뿐인 승리인가를 숙고하게 만들며, 특히 혐의의 이면에 가려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보인다. 배역은 나이젤 호돈(Nigel Hawthorne, 아서 윈슬로 역), 레베
카 피전(Rebecca Pidgeon, 캐서린 역), 제레미 노덤(Jeremy Northam, 로버트 모튼 역) 등이 맡았
다. 영화에서는 캐서린과 로버트경 사이의 로맨스의 가능성을 보다 부각시켰다.
이 극은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몇 차례 (1958, 1977, 1990) 제작되었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래
티건이 세상을 떠난 해인 1977년 1월 16일 (약 112분) 방영된 버전으로, 비비씨 방송의 <이 달의
희곡> (BBC Play of the Month) 시리즈 중 하나로 데이비드 가일즈(David Giles)가 연출하고 에
릭 포터(Eric Porter)가 아서 윈슬로 배역을 맡았다. 래티건은 1977년 11월 30일에 세상을 떠났는
데, 당시 웨스트엔드 극장가에서는 그의 유작이 된 법정드라마 『유명한 재판』(Cause Célèbre )의
초연 및 『각자의 테이블』 리바이벌 공연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마멧의 영화적
해석과 텔레비전 드라마가 보여주는 원작에 충실한 해석의 비교는 향후의 작업이다.

Ⅴ. 나가며
『윈슬로우 보이』는 세월의 시험을 견디며 지속되어온 래티건의 작가정신과 극적 재능을 발현한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20세기 중후반 영국인들의 희로애락과 인간투쟁을 폭넓게 포섭하며 당대
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직간접적 논평을 제공했던 래티건의 극에 대한 재평가는 영국 연
극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의 극적 재능은 단순히 정교한 극 구성과 섬세한 언어 등
에 한정하는 개념만은 아니다. 그의 극에 철학적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그
의 비판적 직관이기 때문이다. 래티건의 극은 그렇게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신
중한 영국인들을 등장인물로 하여 그들의 기저를 이루는 내적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
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 깊이 및 뜻밖의 진중한 통찰을 얻게 된다.
비록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존 오스본(John Osborne)과 아놀드 웨스커(Arnold
Wesker) 등의 극작품들이 래티건을 돌연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는 했지만, 오늘날에는

오스본과 다른 장황한 극작가들이 오히려 구시대적 산물로 여겨지는 반면 그가 비축해둔 극작품
들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발흥되고 있다. 관객들은 물론이며 극 비평가들도 그를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탁월한 재능을 지닌 20세기 극작가 중 한명으로 인정하게 된 사실, 그리고 2015년
후반부에서 올해 1월 중반까지 케네스브라나극단(Kenneth Branagh Theatre Company)이 래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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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948년 소극(farce)과 1968년 극적 독백(dramatic monologue)을 “테렌스 래티건 더블빌”(A
Terence Rattigan Double Bill)로 구성하여 런던 웨스트엔드의 게릭극장(Garrick Theatre)에서 성

공리에 공연하면서 그의 극이 제공하는 대조와 다양성의 가치를 부각시킨 것 역시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2016년 여름 시즌에도 영국에서는 런던의 국립극장을 포함하여 래티건의 또 다른
작품들을 리바이벌 공연할 예정인데, 이와 같이 영국 연극의 큰 획을 그으며 오늘날에 다시 조명
되고 있는 극작가 래티건의 작가정신과 그의 작품세계에 내재된 지속성과 가치, 이에 대한 재평가
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기대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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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아야드 악타르의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와 차연
홍 은 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Ⅰ. 들어가며: 새로운 타자의 부상
아야드 악타르(Ayad Akhtar)가 불명예(Disgraced, 2012)에서 무슬림 미국인과 다양한 인종적
/신앙적 배경을 지닌 미국인들 사이의 긴장감을 재현 무대에 올렸다면, 본질과 인공(The Who

and the What, 2014)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 사이의 긴장감을 재현 무대에 올린다. 본
질과 인공이 문제적으로 제시하는 ‘무슬림 미국인’(Muslim American)은 ‘미국인의 타자’이며 ‘무
슬림의 타자’이다. 미국인들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Muslims in America)을 타자로 바라보듯이,
본질과 인공의 미국에 사는 다양한 무슬림들은 무슬림 미국인을 새로운 타자로 바라본다. 타자
로서의 무슬림 미국인은 주류 백인 미국인의 타자이며 동시에 미국 무슬림 공동체 내부에 있는 외
부이며, 무슬림과 미국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주체성의 문제
또한 야기한다.
악타르가 제기하는 새로운 주체성은 타자로 인식된 외부적 존재, 주변적 존재, 경계를 넘는 자,
내부에 있는 외부를 통하여 사유된다. 미국 내 ‘이중 타자’로서 무슬림 미국인은 기존 이슬람 전통
과 관습의 경계를 찾아 그 경계를 넘어설 출구를 만들어 새로운 사유와 가치를 시도하여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새로운 주체는 타자로서의 주체이며, 기성 질서에 제외된 주체
이며,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억압적 보편성과 자기 동일적 보편성에서 벗어나려는 타자다.
세계의 지평에서 타자는 주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타자에게서 의식을 회수하고 주체 혼
자서 의식을 독점한다면, 또한 타자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주체가 타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은 9/11 이후 강화된 감시 체계와 안보 시스템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는 닫힌 자기 동일성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닫힌 구조의 변동을 위해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 공동체는 주류 백인 미국인이라는 타자뿐
만 아니라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사유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 ‘무슬림 미국인’으로의 특이성을 갖추기 위한 ‘사유의 과정’이며 ‘구조적 변화의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의 내적 구조 변화에 필수적 단계이다. 단순한 외부가 아닌 내부의 외부라
는 이들의 위치는 모호성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통일적 질서로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모호성은
새로운 주체성에 대해 사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동체의 실질적 변화는 타자의 주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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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사유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전통적 공동체의 극복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모색과
함께 한다. 악타르는 무슬림 결혼 관습이라는 특별한 것에서 글쓰기를 시작해서 미국인으로서의
보편적인 것으로의 문을 열려고 한다.

Ⅱ.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
미국 내 이슬람 공동체는 전 세계 다양한 무슬림의 집합체이며, 이슬람 가치와 서구식 가치가
충돌하여 미국 내 소수자로서 그리고 타자로서의 주체성이 시험 무대에 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인
들의 이슬람 개종 현상이 두드려지고, 전 세계 이슬람의 다양성이 몰려들어 형성된 미국 무슬림
공동체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본질과 인공의 주요 내러티브인 성(gender)과 결혼 관련
무슬림 관습은 여전히 미국 내 보수적 무슬림 사회에서 남아 있지만, 이러한 무슬림 관습이 미국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악타르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 )
의 성 정치학과 무슬림 성 정치학을 교차하면서, ‘무슬림 미국인의 결혼 풍습’과 ‘예언자 무함마드
(the Prophet Muhammad)가 남긴 결혼 풍습’으로 미국 내 무슬림들의 ‘차이’(différence)를 재

현의 무대에 올린다. 자리나(Zarina)는 작품 속의 작품, 즉 희곡 본질과 인공 속의 소설 본질
과 인공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개인사가 무슬림 관습에 남긴 영향을 소설의 내러티브로 발전
시킨다.
막이 오르면서부터 자리나는 전통 결혼관을 유지하려는 동생 마흐위시(Mahwish)를 비아냥거리
고, 무슬림 결혼 관습을 희화화하고, 더 나아가 여성과 성과 관련된 이슬람 전통을 희화화한다.
자리나 (마흐위시의 말을 가로막으며): 너와 하룬이 결혼하기위해서 나를 결혼시킬 필요는
없잖니.
Zarina(Cutting her off): You don’t need me to get married for you and Haroon to
get married. (5)

뱁티스타: 막내딸에게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내가 맏이의 남편감을 구하지 전까지는
Baptista: not to bestow my younger daughter
Before I have a husband for the elder. (Act 1, Sc. 1)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성 정치학은 오늘날 관객에게는 반향이 없지만, 미국 내 무슬림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내러티브이다.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기성세대의 주장과 봉건적 사고방식을 완고한 노인의 고집으로 희화화한다. 두 딸들에게 관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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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치학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주장은 난센스이며 극적 흥미를 유발하고 작품을 세태 풍자와 웃
음을 자아내는 코미디로 부상시킨다. 악타르의 본질과 인공은 말괄량이 길들이기보다 더 심
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본질과 인공은 성 정치학으로써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무슬림 미국인
의 차이를 재현하고, 더 나아가 다인종 국가 공동체에서 전통 이슬람주의가 특이성이라는 이름으
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성과 결혼은 난센스와 흥미
유발의 내러티브가 되기에 충분하지만, 본질과 인공에서 성과 결혼 내러티브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을 회의하게 하고 결정하기 힘든 기원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한다.
자리나와 마흐위시는 성 역할에 있어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마흐위시는 이슬람 전통을 고수
하면서 편법을 찾는다. 자리나는 첫날밤 순결의 상징 때문에 항문성교를 받아들인 동생을 전통의
희생양으로 비판한다. 반면 자리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글을 쓰려고 하고, 전통을 눈가림한 항문성
교가 아니라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위행위를 한다며 무슬림 관습에 이질적인 성적 경험을 첨
가한다. 마흐위시는 자리나를 비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 너무 유난을 떨
기 때문에”(11) 여성과 이슬람에 대한 자리나의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다. 마흐위시는 무슬림들에
게 절대적 가치인 꾸란(Qur’an)을 신앙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리나는 은유 차원으로 접근한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 꾸란은 차이로 존재한다.
자리나와 마흐위시가 성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면, 아프잘(Afzal)과 엘리(Eli)는 결혼관에서 차
이를 드러낸다. 미국에서 이슬람 전통을 고수하는 아프잘은 이슬람을 재현의 무대에서 희화화하려
는 자리나와 갈등을 일으킨다. 아프잘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와야 하고, 맞선 남은 맞선 녀의 부
모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등 결혼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슬림 관습을 지키려고 한다. 자리나
의 맞선 남 엘리는 백인 미국인이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모스크를 운영하는 이맘(Imam)이다.1)
엘리는 모스크에서의 “공동체 소속감”(17)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개종의 변을 밝히고, 무료 급식
소 운영과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 엘리는 이
슬람 신앙에 절대적 복종을 한다기보다는 이슬람의 공동체 소속감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무슬림
미국인이다. 개종한 백인 엘리는 신앙관에 있어서 전통 이슬람주의자와 차이를 보인다.
엘리는 흑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성장했으며, 백인이지만 백인의 타자(outsider 32)로 살았다. 엘
리는 말콤 엑스(Malcolm X)의 자서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특히 백인 식민권력의 역사를 읽
고 백인들의 행태에 경멸감을 갖는다.
엘리: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엘리야, 너는 백인이야.” 그리고 나는
“네, 저는 그럴 바엔 백인일 필요가 없겠어요.”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1) ‘이맘’은 이슬람 율법에 지식 있는 무슬림으로, 모스크에서 이슬람 종교 행사를 주제 한다. 이맘은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생업이 있다. 이슬람에는 사제가 없다. 다만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 ‘울라마’(Ulama)
와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을 실천하는 ‘수피’(Sufi)가 이슬람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야드 악타르의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와 차연 ( 홍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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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 At one point my grandmother says, very nicely: “But Eli, you’re white.” And I
remember saying: “Yeah. Well, I don’t have to be. Not like that.” (34)

자리나는 무슬림 관습의 경계를, 엘리는 백인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고군분투하는 무슬림이지만,
이들 사이에도 이슬람을 바라보는 차이가 존재한다. 엘리는 이슬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프잘
못지않게 이슬람에 절대적으로 비판하는 자리나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리나와 아프잘의 극
단을 위험시 한다. 하지만 자리나는 무슬림 여성으로서 살지 않은 백인 무슬림과의 차이를 강조한
다. 자리나가 경험한 이슬람과 엘리가 경험한 공동체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이슬람은 차이로 존재
한다.
자리나는 결혼과 여성 문제에 천착하여 서구인들에게 회자되는 히잡(veil, curtain, Hijab)의 기
원을 무함마드의 결혼식에서 찾는다. 무함마드가 일곱 번째 아내(Zaynab bint Jahsh)와 결혼하는
날 히잡 내러티브가 발생한다. 자리나는 예언자가 새로이 맞은 아내는 양아들의 아내였고, 그녀의
나체를 보고 겪었을 인간적 욕망과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삶을 바탕으로 신성이 아니라 인간성으로서의 이슬람을 소설에 담으려고
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인간적 모순과 욕망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또한 그를 더욱 특
출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서 소설쓰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기존의 무슬림 글쓰기는 무
함마드의 인간적인 면을 제거하고 신비화했다고 비판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제거된 인간적 욕
망을 되살리려고 한다. 성과 결혼 관습의 기원이라 일컬어지는 것의 흔적을 찾아 나선 자리나는
결국 이슬람을 재현의 단계에 올려놓는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개인적 삶이 무슬림 관습으로 뿌리내렸다며 이슬람 관습을 서사 형식으로
바꾸면서 히잡의 기원을 흩뜨려 놓는다. 자리나는 결혼식 날 밤 예언가가 신부와 외부의 다른 남
자 사이에 쳐 놓은 커튼을 히잡 관습의 기원으로 설정하여 전통에 씌워진 덮개를 벗겨낸다. 자리
나는 “내 생각엔 꾸란은 유일신 보다는 무함마드에게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고 생
각해요”(37)라며, 꾸란을 무함마드에게 발생한 인간적인 일들의 결과물로 설명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
반면, 엘리는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종교적 귀의(38)의 상징으
로 볼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판을 경계한다. 하지만 자리나는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과 종교적
귀의가 여성에게만 한정되는지 의구심을 품고, 단순한 종교적 헌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슬림들이 알고 있는 무함마드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비
에 불과하다며,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진정한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 나서려는 포부를 밝힌다. 자리
나는 소설 제목을 본질과 인공(The Who and the What 39)으로 정하고, 무함마드의 진짜 모습
과 만들어진 모습 사이의 차이를 재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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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잘 가족 사이의 차이는 극이 전개 될수록 확연해진다.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모든 갈등은
“총합할 수 없는 차이”(non-totalizable difference, Žežek 87)의 산물이다. 본질과 인공에 나타

난 갈등 관계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의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 관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
내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무슬림 관습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는 미국에서의 무슬림들이 자기 동일
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의 산물이며, ‘상관적 차이’(변별적 차이, relational difference)의 산물이
다. 즉, 같은 무슬림 여성이라도 자리나와 마흐위시가 다르고, 무슬림 남성이라도 전통을 고수하는
아프잘과 개종한 백인 엘리가 다르고, 더 이상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 아니라 미국적 삶의 방식을
따르는 무슬림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리나와 엘리가 다르다.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다양한 무
슬림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이항대립의 체계가 역사/지역/상황/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
제의식을 제기한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항대립 구조는 본질과 인공의 등장인물들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무슬림 미국인’의 차이는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 어떤 구조적 변화와 갈등 해소나 미래 지향적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자기 삶의 규범을 유지하고 자기 동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이
항 대립적 차이는 미국에서 타자로서의 삶에 내적 질서와 내적 조건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설명 못
한다. 즉, 차이는 의미를 온전히 지시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무슬림 미국인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세속주의와 동화주의를 추종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에서,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
은 무슬림 미국인으로서 타자의 주체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열린 자기 동일성으로
안내할 새로운 출구를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자리나는 소설쓰기를 통해 미국 내 무슬림들의 다양
한 차이를 극복하여 기존의 내적 질서와 내적 조건을 바꾸어 보려는 야심찬 시도를 한다.

Ⅲ. 자리나의 소설쓰기에 나타난 전복과 극복의 내러티브
자리나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회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질과 인공의 등
장인물들은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무슬림 미국’이라는 경계 짓기와 경계 넘나들기라는 극적 행
동을 하면서 개인적 심리와 정체성, 특이성, 주체성의 문제로 고군분투한다.
무슬림 관습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자리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공동체의 악령과
동시에 황홀감과도 싸울 자유를 주장하며 전통 이슬람주의자 아프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설쓰
기를 강행한다. 무슬림 소수 민족 작가 자리나는 이슬람 전통과 무슬림 관습에 대한 칭송의 의도
없이 그리고 비판의 의도 없이 자신이 누구이고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서사 형식
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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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의 정치학에서 자유로워진 자리나는 무함마드를 깊은 내면의 자기 성찰과 갈등을 겪는 인
물로 재현한다. 하지만 엘리는 자리나의 소설에서 무함마드에 대한 원망을 읽어 내고, 전통 이슬
람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개종한 백인 무슬림과 젊은 무슬림들조차도 자리나의 무함마드를 받아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 한다.
자리나는 “아버지께서 저를 억눌러 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79)며, 무슬림 전통을 고수하는 아
버지가 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히잡을 씌웠다고 주장한다. 자리나의 주장은 히잡 착용을 반대
하는 사람들의 레퍼토리인 ‘억압’, ‘성차별’, ‘극단주의’, 여성 공동체의 ‘분열’과 유사하다(Wing &
Smith 758-769). 반면, 아프잘은 무슬림 가정에서 남녀 사이에 왜 정치학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

한다. 아프잘은 두 딸들에게 히잡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자리나의 무슬림 관습의 해체와 전복 작
업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흐위시는 자리나의 소설을 읽고 더렵혀진 것 같아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서라도 히잡을 쓰고 싶어 졌다며 소설을 은유적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아프잘과 마흐위시가
인식하는 히잡은 자리나가 생각하는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히잡은 “서구에 대항하는 일종의 무
기”(Hijab 55)이며 “다차원적 종교상징으로서 신앙의 선택”(Iqbal 34-6)이다.
히잡을 소재로 한 자리나의 소설을 계기로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을 재현하는 네 명의 등장인물
들은 이슬람 신앙에 대한 성토장에 뛰어든다. 이슬람 전통을 고수하는 아프잘, 표면적으로는 이슬
람 전통을 지키지만 요령껏 세속적 삶을 기웃거리는 마흐위시, 이슬람으로 개종한 백인 무슬림 엘
리, 무슬림 미국인으로 이슬람 전통과 관습의 기원을 파헤쳐서 오늘날의 이슬람을 직시하려는 자
리나는 이슬람 신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이면서 무슬림 관습의 경계를 그린다. 성과
결혼 관습을 매개로 시작한 자리나의 전복 작업은 미국 내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유의 경
계를 넘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경계를 넘는 무슬림 미국인의 특이성을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리나는 다인종 국가 공동체 미국에서 무슬림은 “언제나 타자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하
는”(Du Bois 2) 실존적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무슬림 가정에서도 이슬람 관습이
안과 밖에서 왜곡되었다고 본다. 자리나는 무슬림 미국인의 특이성으로 미국 내 소수자로서의 무
슬림에 대한 이전과 다른 사유 방식과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제기하려고 한다. 자리나는 남녀 문
제와 결혼 문제에 집중하여 소설쓰기라는 은유적 단계에서 새로운 사유 방식과 존재 방식의 가능
성을 타진하려고 한다.
엘리: 우리는 허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프잘: 나는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
엘리: 아니요, 모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님의 딸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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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잘: 신성모독이야.
엘리: 아뇨, 증언입니다.
엘리: 그래요. 맞아요. 자리나의 용기는 내가 아버님의 딸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들 중
의 하나입니다.
Eli: And we’re worshipping a fiction! We have no interest in knowing who he
really was …
Afzal: I know who he was!
Eli: No, you don’t! None of us do! And all your daughter is doingAfzal: Blasphemy.
Eli: No, testimony.
Eli: That’s it. That’s all it is. And her courage is one of the many reasons I’m so
in love with your daughter. (82)

자리나는 관습 때문에 마흐위시가 성적으로 왜곡되고 굴종적인 삶을 살았다고 폭로한다. 이에
맞서 마흐위시는 무슬림 관습에 자유로운 자리나가 그 어떤 남자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
위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폭로한다. 온전한 무슬림 가정을 꾸리려는 아프잘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두 딸들은 왜곡된 삶을 살았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아프잘은 잘못된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한다. 아프잘은 마흐위시가 억압과 위선에게 해방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하고, 자리
나에게는 불경한 소설을 없애버리라고 강요한다. 자리나의 소설을 계기로 마련된 성토의 장은 결
국 미국에서 무슬림 관습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리나는 전통 이슬람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적 삶에 익숙한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백인 무슬림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차원의 내러티브로써 신앙적 차
원이나 관습적 차원 혹은 윤리적 차원이 개방된 사건의 순간을 포착한다. 자리나는 오랜 시간 전통
과 관습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의 흔적을 찾아 나서서, 이슬람 전통과 무슬림 관습의 ‘설정된 기원’
과 ‘추구된 의미’를 전복하려고 한다. 즉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시간의 빗장을 열어”(Shakespeare,

Hamlet Act 1, Sc 5, L. 188) 다양한 차이가 가져온 미국 내 무슬림들의 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한
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현재 시간에 미래를 향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무슬림 생활 관습의 흔적을 소설의 내러티브로 하는 작중 의도의 원점에는 다름 아닌 예언가 무
함마드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리나는 무함마드를 소설 주인공으로 해서 신적 차원
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 무함마드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이러한 소설쓰기는 자리나에게 엄청
난 ‘자아의 시련’을 가져온다. 자리나는 무슬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판단을 내려야할 때, 미
국에 사는 무슬림이 아니라 무슬림 미국인으로 가는 실천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할 때, 전통 이슬람
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할 때, 존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자아의 시련을 겪고 ‘한계
상황’에 봉착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에 고난과 시련의 길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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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고, 동생과의 불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남편과의 불화뿐만 아니
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슬림 공동체에서 사회성을 잃게 하는 등 추방에 버금가는 시련을 준다.
자리나의 소설 발표 이후, 아프잘은 무슬림을 기반으로 한 택시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엘리는 모스크의 이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소설쓰기라는 결정과 소설 출간
이라는 판단은 옳고 그름과 같은 양자택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 불가능성’(undecidability)의
시련을 가져온다. 결정 불가능성의 시련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자리나가 시간의 빗장을 열고 무슬림 미국인의 정체성과 특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슬림 관
습의 균열이 비롯된 지점을 찾아나서는 것은 본질과 인공의 휘브리스(hybris)이며 창조적 행동
이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예언가 무함마드와 무슬림 관습에 대한 전복과 극복의 내러티브이다. 자리
나의 소설쓰기는 무슬림 관습의 전제를 뒤집으려는 결단이다. 자리나의 결단은 모든 차이에 저항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리나는 반항과 분노의 감정을 소설쓰기로 전환하고, 소설쓰기를 통해
무슬림 미국인의 주체성과 특이성(개별화 individuation)으로 타자의 주체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Ⅳ. 나오며: 차이 너머 차연에서의 인종 상상계
희곡 본질과 인공과 희곡 작품 속의 소설 본질과 인공은 서로 다른 작가의 서로 다른 작품
으로 순차적 기승전결이나 인과관계의 구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극작가 악타르가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교차했듯이, 드라마 속 소설가 자리나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
과 미국 내 무슬림 관습의 현전을 교차한다. 이들의 교차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을 찾아 나서면서
동시에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타자의 열린 정체성과 특이성과 주체성에 대한 현전의 경계
그리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경계 그리기는 경계 구축이 아니라 경계 너머를 상상한다.
자리나가 “존재하지 않는 기원의 흔적”(Derrida 167)을 찾아 나서서 현전에서 그린 울타리(체계)
는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소수자의 부상과 미국 내 새로운 타자의 부상을 가시화 한다. 이
때의 타자는 실제로 어떤 객관적 자기 동일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출신이나 인종이나 신앙의 문
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결정불가능한 자이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로 가시화된 결정불가능한 자의 ‘불
가능한 것에 대한 경험’은 즉 자리나가 소설쓰기로 경험한 현실은 “경험의 조건”(the condition of
experience)이며 “현전의 결핍”(privation of presence)을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현전의 조

건”(the condition of presence)이다(Derrida 166). 자리나는 소설쓰기를 통해 프로그램화되고 매
뉴얼화된 것의 전제를 뒤집어 새로운 타자의 부상을 고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기원의 의심과 일맥상통한다. 데리다는
어떠한 의미나 진실도 결코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
84

2016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정한 지식의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차연’(différance, 디페랑스)을 찾아나
서는 해체작업이다. 해체(해체 구성 deconstruction)는 당연시 되는 행위들 속에 숨겨진 가정들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deconstruction’의 ‘de’는 파괴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방향 전환(변동)의
의미이다. 그리고 해체는 은폐된 억압과 배제들을 드러내어 텍스트의 기초를 흔드는 작업이다. 자
리나는 기원의 맹목적 해체가 아니라 이슬람의 경계를 넘고, 미국 내 인종주의의 경계를 넘는다.
자리나는 미국 내 새로이 부상한 소수자로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 무슬림 전통에서 벗어나는 대가
를 치르면서 새로운 미래로의 출구를 연다.
자리나는 소설 출간으로 시련을 겪지만 자리나는 경계 그리기에 멈추지 않고 그 경계에 작은 출
구를 낸다. 그 출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출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차연은 단순히 개념이 아
니라, 개념적 과정과 개념적 체계 일반의 가능성이다. 자리나의 차이 너머의 차연은 의미의 새로
운 가능성을 정초한다. 자리나는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허가”(90)라는 질문을 하고 회의 할 수
있는 빗장을 열어 놓았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문학이 그러하듯 언어 자체의 자기 생산적인 자기
조형 능력을 갖고 있다. 의미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자리나의 소설
쓰기이다. 자리나는 소설쓰기를 통해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유 지
점, 미국 내 무슬림 관습의 경계 너머를 상상한다.
소수 민족 국가 공동체인 미국에서 새로운 소수자로 부상한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타자는 이슬
람 사유를 경계 짓는다. 경계는 차단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계는 어떤 것이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
으로 출발과 형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자리나는 그 어떤 무슬림들이 의문시 하지 않았던 것을 내
러티브로 형상화함으로써 무슬림 관습의 안과 밖을 경계 짓는 울타리를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가
능성으로의 출구를 찾는다. 울타리 바깥으로의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출구는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 곳 즉 차연의 가능성, 새로운 인종계 상상계로의 빗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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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이야기로서 『무명의 주드』
이 복 기
(전북대학교)

하디의 『무명의 주드』(Jude the Obscure )에는 많은 유령들이 등장한다. 주드 자신이 유령으로 표
현되기도 하고, 크라이스트민스터(Christminster)의 하층민들, 때때로 수 브라이드헤드(Sue
Bridehead)도 유령으로 그려진다. 소설의 유령적인 특성에 대해서 와인스타인(Philip M.
Weinstein)은 주드와 수가 현실의 형태와 온전히 결합하지 못한 “달래지지 않고 떠도는” 영혼으로

이해하고 작품을 해석한다. 오몰리(Patrick R. O’Malley)는 고딕소설로서 이 소설에 접근하면서 기
존의 고딕소설과 세기말에 쓰인 이 소설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오몰리는 유령의 실체로 성공회의
개신교적 특성을 정통 카톨릭의 제의성과 성상경배 성격으로 대체하려는 옥스퍼드 운동을 지목하
여 작품을 분석한다. 그의 접근은 19세기 후반에 중세적 카톨릭 신앙의 부활이 소설 속에 스며든
장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령의 실체를 카톨릭과 옥스퍼드 운동으로 지목하면서 서
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분명히 내비친다. 이 발표문에서는 유령의 의미를 이글턴(Terry
Eagleton)이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려 했던 방식을 이어받고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혼톨로지’(Hauntology) 개념을 활용하여 정의하고 작품을 해석해 볼 것이다. 이글턴은 크라이스

트민트서에서 주드가 석공으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 “그라이스트민스터의 죽은 유령 같은 과거가
산 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내고서는 그들을 이전 자아의 껍질, 시체, 유령으로 만든
다”고 정리한다(65). 흘러간 시간의 유령이 살아 있는 현재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명
을 연장하고 그들을 유령처럼 만든다는 말이다. 이런 주장은 데리다가 ‘혼톨로지’를 정의하면서 과
거의 유령이 현재의 이격된 시간 속에 등장하여 영향을 미쳐 매끄럽고 균질적인 흐름을 만들려는
힘에 균열을 일으키는 유령의 존재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이 소설의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또한 유령이 과거에서 오기만 하지 않고 미래에서도 도래하여 현재의 틈 사이로 등장한다
는 점을 적용하면 이 소설에서 유령은 현대성(modernity)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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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il and Tom Walker”에 나타난

물질주의 비판과 반여성주의 사상
민 경 택
(충남대학교)

Ⅰ. 서 론
미국문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어빙(Washington Irving)은 『스케치 북』(The Sketch Book of

Geoffrey Crayon, Gent, 1819-1820)에 실린 미국 낭만주의 문학의 효시가 된 단편소설 「립 밴 윙
클」(“Rip Van Winkle”)과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The Legend of Sleepy Hollow”)에서 자신의
반여성적인 시각과 물질주의 비판의식을 잘 투영시키고 있다. 어빙은 「립 밴 윙클」에서는 아내의
심한 바가지에 시달리면서도 가정과 물질적인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한량인 남성주인공 립
(Rip)을 등장시키고 허드슨 강가에 20년마다 출현하는 네덜란드 조상의 유령인 헨드릭 허드슨
(Hendrick Hudson)과 그의 선원들에 관한 미신적인 옛날이야기의 구도를 대입시켜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에서도 역시 네덜란드인들의 정착촌인 슬리피 할로우에 전해져
내려오는 독립전쟁 당시 사망한 머리가 없는 기수에 관한 유령이야기의 전설을 이용하여 그 지역
의 이방인 이카보드 크레인(Ichabod Crane)을 축출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반물질주의적
이며 반여성적인 시각을 교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빙은 「립 밴 윙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독일
의 민담인 ‘Peter Klaus ’를 미국의 배경에 맞게 각색하였고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에서는 독일의
또 다른 민담인 ‘Der Wilde Jäger ’를 슬리피 할로우라는 미국 지역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미국의
전설을 창조하였다.
어빙은 그의 『여행가의 이야기들』(Tales of a Traveller, 1824)에 실린 또 다른 단편소설인 「악
마와 톰 워커」(“The Devil and Tom Walker”)에서 독일의 민담인 파우스트(Faust) 이야기를 미국
의 토양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신의 반여성주의 시각과 물질주의 비판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빙은 허구적인 가상의 이야기를 역사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호손이나 쿠퍼가 자기의 로맨
스를 애매모호한 서술전략으로 역사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서술전략은 로맨스의 역사
화 또는 역으로 역사의 로맨스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이데올로기
가 자연스럽게 개입된다. 호손은 초기 청교도 이민자들의 역사를 로맨스의 구도를 이용하여 허구
화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도덕적인 우화로 포장하여 당시의 세계에 대한 자신의 비판
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쿠퍼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역사를 로맨스로 각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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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당시 사회와 인종에 대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투영시키고 있다. 어빙 역시 미국의 과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호손이나 쿠퍼처럼 자신의 전설 같
은 낭만적인 이야기에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허구적인 이야기에 진실성과 사실을 혼합시킴
으로써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민경택 473-74). 본고에서는 어빙의 유명한 단
편인 「악마와 톰 워커」에서 반여성주의 시각과 물질주의 비판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Ⅱ. 본 론
「악마와 톰 워커」의 시간적인 배경은 1727년경으로 미국이 독립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미국역사의 초창기이며, 공간적인 배경은 영국 식민지가 건설된 당시 미국문
명의 중심지였던 보스턴이다. 어빙은 미국 청교도 문명의 중심지인 보스턴을 작품의 공간적인 배
경으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정신문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청교도 사상을 자연스럽게 풍자하
거나 비판하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보스턴 인근의 숲에서 주인공인 수전노 톰 워커(Tom
Walker)가 늪지대에서 악마를 만나 비밀계약을 맺고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무자비

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부자가 되지만 악마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민담과 같은 이야기이다.
어빙은 작품 속에서 톰 워커의 아내 역시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강인하고 사나운 여성으로 성격
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해 비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어빙은 오로지 물질적인 탐욕밖에 없는
톰 워커뿐만 아니라 똑 같이 물욕이 강한 그의 아내를 등장시켜 남녀의 대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반물질적인 사상과 반여성적인 시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독자들에게 톰의 아내에 대
한 묘사에서 이름도 제시하지 않고 남편 못지않은 수전노이며 혐오스런 여성으로 구체적으로 묘
사하고 있다.
About the year 1727, just at the time when earthquakes were prevalent in New
England, and shook many tall sinners down upon their knees, there lived near this
place a meager miserly fellow of the name of Tom Walker. He had a wife as miserly
as himself; they were so miserly that they even conspired to cheat each other.
Whatever the woman could lay hands on she hid away: a hen could not cackle but
she was on the alert to secure the new-laid egg. Her husband was continually prying
about to detect her secret hoards, and many and fierce were the conflicts that took
place about what ought to have been common property. They lived in a forlorn
looking house, that stood alone and had an air of starvation. A few straggling savin
trees, emblems of sterility, grew near it; no smoke ever curled from its chimney; no
traveler stopped at its door. A miserable horse, whose ribs were as articulat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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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 of a gridiron, stalked about a field where a thin carpet of moss, scarcely
covering the ragged beds of pudding stone, tantalized and balked his hunger; and
sometimes he would lean his head over the fence, look piteously at the passer by,
and seem to petition deliverance from this land of famine. The house and its
inmates had altogether a bad name. Tom’s wife was a tall termagant, fierce of
temper, loud of tongue, and strong of arm. Her voice was often heard in wordy
warfare with her husband; and his face sometimes showed signs that their conflicts
were not confined to words. No one ventured, however, to interfere between them;
the lonely wayfarer shrunk within himself at the horrid clamor and clapper clawing;
eyed the den of discord askance, and hurried on his way, rejoicing, if a bachelor, in
his celibacy. (655-56)

톰 워커의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지지 않으며 말이 거칠고 힘에서도 남편과 대등한 여성으로 묘
사되고 있다. 톰은 자기 아내가 악마를 만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아내가 가지고
간 은그릇 등 집안의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아깝지만 아내가 죽은 것에 안도하고 기뻐하며 악마에
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좋아한다. 이러한 내용은 「립 밴 윙클」의 주인공 립이 20년 만에
잠에서 깨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자기 아내가 행상인과 말다툼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
에 안도하고 기뻐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빙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처럼「악마와 톰 워커」에서도 가
부장제하의 남성중심적인 반여성주의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립의 아내나 톰의
아내처럼 남성 같이 강하고 드센 여성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심지어 톰의 아내를 잔소리가 심한 여성으로 “악마와 대등한 자”(661)로 묘사하며 비록
악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악마도 그녀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
하고 있을 정도로 강하고 억센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암시하고 있다. 19세기 초 미국은 유럽의 구
제국처럼 여성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시대였으나 신생국가의 새로운 헌법에 의한 양성의 평등과 여
성의 투표권 문제로 여성해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
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어빙은 당시의 열렬한 민주주의 옹호자인 제퍼슨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
을 풍자하는 글을 익명으로 많이 발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과 보수주의적인 시각을 드
러냈다. 어빙은 신생국가인 미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불안
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빙의 이중적인 태도는 여성들에게도 드러나고 있다. 어빙은 여성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여성의 지나친 권력이나 지배력의 상승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졌
다. 어빙은 여성의 존재가치와 힘을 남성의 보조역할로 한정하였고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
지 않았다(민경택 474).
어빙은 「악마와 톰 워커」에서 반여성주의적인 시각과 동시에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청교도의 모순과 당시 물질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American Drea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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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왜곡된 현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톰 워커가 악마의 유혹과 제의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냉혹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물질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따뜻한
영혼이 없는 냉혈한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잠재하고 있는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톰은 악마가 보여주는 물질적인 욕심으로 많은 악
행을 저질렀다가 죽음을 당한 해적인 키드(Kidd the pirate), 집사인 피바디(Deacon Peabody), 부
자인 크로우닌쉴드(Crowninshield)뿐만 아니라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물욕
을 억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빙은 인간의 물욕은 절제하기 어려우며 물질에 대한
과욕이나 탐욕은 파국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 few days’ time saw Tom Walker seated behind his desk in a counting house in
Boston. His reputation for a ready moneyed man, who would lend money out for a
good consideration, soon spread abroad. Every body remembers the days of
Governor Belcher, when money was particularly scarce. It was a time of paper
credit. The country had been deluged with government bills; the famous Land Bank
had been established; there had been a rage for speculating; the people had run
mad with schemes for new settlements; for building cities in the wilderness; land
jobbers went about with maps of grants, and townships, and Eldorados, lying nobody
knew where, but which every body was ready to purchase. In a word, the great
speculating fever which breaks out every now and then in the country, had raged to
an alarming degree, and every body was dreaming of making sudden fortunes from
nothing. As usual the fever had subsided; the dream had gone off, and the
imaginary fortunes with it; the patients were left in doleful plight, and the whole
country resounded with the consequent cry of “hard times.”
At this propitious time of public distress did Tom Walker set up as a usurer in
Boston. His door was soon thronged by customers. The needy and the adventurous;
the gambling speculator; the dreaming land jobber; the thriftless tradesman; the
merchant with cracked credit; in short, every one driven to raise money by
desperate means and desperate sacrifices, hurried to Tom Walker. (663)

톰 워커는 마지막에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고 악마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교
회에 열심히 다니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고리대금업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위선적
인 모습을 보여준다. 어빙은 「악마와 톰 워커」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물욕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청교도인들의 위선과 물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As Tom waxed old, however, he grew thoughtful. Having secured the good things
of this world, he began to feel anxious about those of the next. He though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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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 on the bargain he had made with his black friend, and set his wits to work to
cheat him out of the conditions. He became, therefore, all of a sudden, a violent
church-goer. He prayed loudly and strenuously as if heaven were to be taken by
force of lungs. Indeed, one might always tell when he had sinned most during the
week, by the clamor of his Sunday devotion. The quiet Christians who had been
modestly and steadfastly traveling Zionward, were struck with self reproach at seeing
themselves so suddenly outstripped in their career by this new-made convert. Tom
was as rigid in religious, as in money matters; he was a stern supervisor and
censurer of his neighbors, and seemed to think every sin entered up to their
account became a credit on his own side of the page. He even talked of the
expediency of reviving the persecution of quakers and anabaptists. In a word, Tom’s
zeal became as notorious as his riches. (664)

톰 워커는 악마를 속이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성경책을 품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악마를 피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을 면하지는 못한다. 어빙은 역사와 허구의 구도를
이용하여 낭만적인 문체와 풍자와 해학적인 필치로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특히 반여성주의 시각
과 지나친 물질주의적 배금주의 사상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Ⅲ. 결 론
어빙은 「악마와 톰 워커」를 통하여 강하고 드센 여성에 대한 반여성주의적인 시각과 과도한 극
단적인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을 드러냄으로써 19세기 초 미국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어빙은 그의 작품에서 유구한 역사 속에 만들어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나 전설 속에 담겨있는 상징과 함의를 작품의 배경으로 활용하여 고딕적
이고 풍자와 해학적인 문체를 통하여 당시 미국 사회에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는 「악마와
톰 워커」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톰 워커와 그의 아내에게서 드러나는 사랑과 자비가 없는
지나친 물질적인 탐욕은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악
마와 톰 워커」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위선과 끊임없는 물질과 성공 추구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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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에어』에 나타난 욕망과 욕동
송 진 수
(경북대학교)

Ⅰ. 서 론
문학텍스트와 정신분석이 불가분의 상동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실재의
상징화가 문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재의 상징화가 이루어진 문학작품을 분석한
다는 것은 상징화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실재(the Real), 즉 욕망
(desire), 욕망의 대상(objet a ), 욕동(drive), 정신적 외상(trauma)의 추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다룰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e)의 『제인 에어』(Jane Eyre )는 19세기 작품에서 많이
다뤄진 사회에 대한 풍자와 더불어 인간의 정신세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고딕
소설에 나타나는 괴기스런 분위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상징화에 강하게 저항하는 실재의 상징화
가 문학에서 이뤄진 예로 설명가능하며 그러한 현상들의 추적은 텍스트의 심층구조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제인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욕동의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제인 에어』는 작가 브론테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서, 1847년
처음 발간되었을 때 이 작품은 비평가들로부터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다루며 빅토리아인들의
전통적 가치에 저항했다는 찬사와 함께 신에게 반항하는 반기독교적 작품 또는 낭만적인 신데렐
라 주제를 답습(Paula Sulivan 61)한 것이 아니냐는 혹평을 받았다.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는 빅토리아시대 비평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제인

에어』의 난폭함이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사회의 제도, 관습 그리고 기준에 대한 반기독교적
(anti-Christian) 거부 즉, 반항적인 페미니즘이라고 밝힌다(494). 다시 말해서, 텍스트 전반에 드러

나는 제인의 반항과 분노가 그 시대 비평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비평가들을 경악에 빠트리게 한 제인의 반항과 분노는 본 논문에서 제인의 욕망
과 욕동으로 풀어갈 것이다. 굶주림이나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교묘하게 억압되었던 여성의 욕
망은 텍스트의 심층구조에서 해방되고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 언캐니한 카타르시스를 안겨 준
다. 언캐니하면서도 기괴한 그 감정이 이끄는 카타르시스는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이론 그리
고 환상 가로지르기와 연결된다. 제인의 거침없는 감정의 표현은 독자의 억압된 트라우마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간이 타자 또한 다른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이뤄지는 환상 가로지르기가 제인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승화의 기쁨
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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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고딕 소설의 특징으로 보이는 게이츠헤드의 붉은 방이 만들어내는 공포, 쏜필드에서 들

리는 괴기스런 웃음소리, 수수께끼처럼 존재하는 버싸(Bertha Mason)의 존재 그리고 연인 로체스
터(Edward Fairfax Rochester)와 재회하게 만드는 그의 목소리(voice)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라캉이 말하는 무의식적 공간, 즉 실재의 공간에 자리 잡은 욕망의 대상이며 욕동의 움

직임으로 포착되어진다. 본 논문은 텍스트의 표층구조를 통해 제인의 성장과정과 그 시대가 바라
는 여성의 역할을 논하고 심층구조를 통해 억압된 여성의 욕망과 더불어 욕망의 대상(오브제 a )으
로 이끄는 욕동을 논할 것이다.

Ⅱ. 욕 망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 믿는 대상, 즉 오브제 a 라 불리는 욕망의 대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환상임을 지각한 인간은 또 다른 욕
망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의미의 연쇄고리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서 수많은 기표들로 등장하는 욕망의 대상들은 완벽한 기의를 찾지 못하고 의미 없는 행위만을 반
복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닌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며, 그러한 욕
망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라캉은 욕망공식($ ◇ a )을 통해 분열된 주체($ )가 욕망을 불러일으
키는 허구적 대상, 즉 오브제 a 를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결국 그것은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라캉의 욕망공식에 나타나는 결핍의 기호 마름모는 실재계에 나타나는 틈
새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결핍된 욕망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안겨준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인은 늘 불안해하며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한다. 이는 완벽한 기의를 찾지 못
하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갈구하는 제인의 모습으로 충족되지 못한 제인의 결핍이 만들어낸
불안함인 것이다.
나를 탓하는 사람이 있을까?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분수에 맞지 않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안절부절못하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나의 타고난 성품이었고 그것이 어떤 때는 고통이 될 경우도 있었다. 그
런 때면 조용하고 한적한 삼층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갖가지 환영에
마음의 눈길을 보내어 지켜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었다. . . . 사람이란 안온한 생활에
만족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해보았자 그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 Jane Eyre 131)

숙모 리드부인(Mrs. Reed)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제인은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에서 위화의
존재였다”(34)고 서술한다. 부모님을 대신해 리드부인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리드 부인과 사촌들
은 제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를 그들과 정반대되는 이질적인 존재로 대했다. 여느 여자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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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제인은 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잘 돌봐달라는 삼촌의 유언을 무시한 채 자신을 학
대하는 숙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은 듯한 제인이었지만 그
녀는 밤이 되면 늘 인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서술한다. 달리 애정을 쏟을 만한 것이 없었
던 제인에게 인형을 사랑하는 행위가 즐거움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이 충족되고 있다는 상
상에 젖어있었으며 그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약간이나마 결핍의 충족효과를 준 것을 의미한다.
어린 아이의 저주는 억제할 수 없는 욕동의 흐름이며 더불어 인정받고자 하는 제인의 욕망이 역설
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이러한 욕망의 흐름은 리드 부인의 행동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죽음에 이
른 리드 부인은 제인에게 남편이 아끼고 사랑한 누이의 딸, 제인이 처음부터 미웠다고 말한다
(255). 리드 부인은 남편이 사랑한 누이에게 느낀 분노를 제인에게 투사시켰고 제어할 수 없는 노

여움을 분출한 것이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며 사랑받기를 원했던 제인의 게이츠헤드에서의 삶은 분노만을 남겼고 제
인은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로우드 기숙학교로 가게 된다. 로우드 학교에서 제인은 성숙한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준 템플(Ms. Temple) 선생을 만나게 된
다. 제인은 템플 선생과 지내며 자신의 결핍이 충족된 환상에 젖는다. 그러나 그 환상은 학교를 찾
은 브로클허스트(Mr. Brocklehurst)씨에 의해 산산조각난다. 리드 부인을 통해 제인에 대한 부정
적 평가를 들은 브로클허스트씨는 학생들에게 제인이 거짓말쟁이이며 함께 그녀를 멀리하라고 발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인은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던 이상한 힘”(The spell by which I had
been so far supported, 88)이 사라지고 대신 심한 슬픔이 엄습해왔다고 표현한다. 제인의 마음을

붙잡아 준 그 이상한 힘(spell)은 제인의 욕망을 이끄는 욕동의 힘이다. 욕망의 대상주위로 제인을
이끌었던 욕동의 힘은 욕망의 대상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이기에 그녀는 절망한다. 아래 인
용문은 제인의 그러한 심정을 잘 드러낸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던 이상한 힘이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심한 슬픔이 엄습하여
나는 슬픔에 잠겨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헬렌 번스도 옆에 없었다. 나
를 부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혼자 남게 되자 나는 실컷 울었다. 눈물이 마룻바닥으
로 흘러내렸다. 나는 로우드에서 그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 남에게
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벌써 나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바로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나는 반의 수석이 되었다. 밀러 선생은 열심히 칭찬해 주었으며, 템플 선생도 칭
찬하는 눈빛으로 웃어주셨다. ( Jane Eyre 88)

위 인용문은 템플선생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제인의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강한
제인의 욕망이 어떻게 그녀를 성장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제인의 열정적인 삶은 결혼과 동
시에 로우드 학교를 떠난 템플 선생과 함께 사라진다. 제인은 그 상황에 대해 “선생님의 옆에서
숨 쉬고 있던 그 조용한 분위기가 선생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타고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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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의 나 자신으로 돌아 가버려. 옛날의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제인에게
어머니 역할을 담당한 템플선생이 떠난 로우드 학교는 제인에게 의미를 상실했고 제인은 새로운
고생살이(a new servitude, 106)을 위한 여정을 떠난다. 불안한 심정의 제인은 “나는 자유를 원했
다. 자유를 갈망했다. 나는 자유를 원해서 기도를 올렸다”(105)고 서술한다. 이는 욕망을 억압해야
만 했던 19세기 빅토리아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향해 나
아가는 제인의 무의식적 외침이다. 남성의 상대적인 존재(relative creature)로 여겨졌으며 모든 욕
망을 억압해야만 했던 빅토리아 시대 여성과는 달리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제인의 모습은 여성
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던 당대 성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이며 반항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고생살이를 희망하던 제인은 쏜필드(Thornfield) 저택에 가정교사로 가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 제인의 삶은 평온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저택의 주인인 로체스터
가 쏜필드로 돌아오면서 상황은 바뀌고 제인은 활력을 되찾는다. 당대 남성과 달리 자신을 인정해
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로체스터에게 제인은 끌리게 된다. 로체스터와 시간을
보내며 제인은 “초승달처럼 가늘던 운명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았고 인생의 공백도 메워졌다. 건강
도 좋아져서 몸이 붇고 기력도 좋아졌다”(170)고 표현한다. 템플선생에 이어 로체스터가 제인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며 그녀는 로체스터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기쁨을 느낀다. 그
녀에게 로체스터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욕망의 대상, 즉 오브제 a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문은 숙모인 리드부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쏜필드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장면이다.
남은 길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기뻤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자문해 보기 위하여 한 번 멈춰 서기까지 했고, 내가 가는 것은 내 집으로 가는 것도 아
니고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것도 아니며 친구가 밖을 내다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이성을 일깨워 타이르기까지 했다. ( Jane Eyre 266)

위 인용문을 표층구조가 아닌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심층구조를 파악해보면 제인의 욕망의 대상,
즉 오브제 a 가 로체스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쏜필드는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집에 가
는 것처럼 기쁨을 느낀다. 이는 그 곳에 제인의 결핍의 대상인 어머니의 사랑, 즉 원초적인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분열된 주체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욕망의 대상
이며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환상을 안겨주기에 편안함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래 의미적 연
상고리를 통해 쏜필드는 로체스터가 되고 나아가 로체스터는 제인의 오브제 a 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쏜필드 → 편안한 안식처 → 집 → 어머니가 있는 장소 →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 어머니에게 받았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 →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켜 줄 대상이 있
는 곳 → 집은 안락하지만 사적인 공간 → 사적인 공간은 비밀스럽고 집과 같지 않은 언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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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함이 있는 곳 → 친숙하면서도 낯선 분위기 → 실재의 공간(무의식적 공간) → 오브제 a
가 있는 곳 → 로체스터가 있는 곳 → 로체스터 → 오브제 a

제인의 오브제 a 가 되는 로체스터에게 숨겨둔 부인, 버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인은 로체스
터와 이별한다. 그러나 로체스터 주위를 배회하는 욕동의 힘에 이끌려 그들은 재회하게 되고 성숙
한 사랑을 이어간다. 성숙한 사랑이란 분열된 주체와 허상에 불과한 오브제 a 와의 만남($ ◇ a )
이 아닌 분열된 주체와 분열된 주체의 만남($ ◇ $ )을 의미한다. 제인과 재회한 로체스터는 버싸
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으면서 제인과 경제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었으며, 또한 불구가 된 몸
은 19세기 남성에게 부여된 힘의 박탈을 의미하며 남녀의 평등을 이룬다. 그리고 버싸의 죽음은
제인에게 로체스터와의 결혼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면서 제인이 욕망했던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
을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정신적 평등을 이루게 된 제인의 사랑은 라캉이 말하는 환상 가로지르
기를 통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타자의 욕망에만 집중했던 제인이 타자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
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그녀는 실재적 주이상스를 느끼며 로체스터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Ⅲ. 욕 동
프로이트는 본능(욕동)을 대변하는 어떤 표상이 억압을 통해 의식계로 진입하지 못할 때 그 표
상이 무의식 상태에 남으며, 그러한 억압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능의 목표가 쾌락이 아닌
불쾌를 만들어내는 경우일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137).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 텍스트 전반에 제인의 욕동을 담고 있다. 먼저, 제인의 욕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인
이 사촌 존(John Reed)과 싸운 후 하녀들에 의해 붉은 방에 갇힐 때이다. 경악의 순간에 다가온
그 경험은 제인에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으며, 제인은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동을 느끼
고 실재계와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정신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때 이성과 언어 또는 양심이나
윤리는 신적인 영역에 속하며 본능, 욕동, 주이상스, 트라우마 그리고 오브제 a 는 동물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동물의 영역에 있던 인간이 사회화를 거쳐 신적인 영역에 올라왔으나 여전히 그 잔
재물이 무의식적 공간에 억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동물성이 자
극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제인
이 사촌 존에게 맞서는 부분으로 어린 소녀의 억압된 욕동이 자극을 받고 표출되고 있다.
그는 무턱대고 내게 달려들었다. 내 머리칼과 어깨를 잡아채는 것을 알았으나 내 편에서도
필사적이었다. 나는 정말로 그의 사람 백정 같은, 폭군 같은 성품을 보게 되었다. 한두 방
울의 피가 머리에서 목으로 흘러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쓰리고 아팠다. 이 아픔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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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은 도리어 누그러진 셈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막아냈다. 두 손으로 어떻게 했는지
는 지금 모르겠으나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 Jane Eyre 30)

제인이 게이츠헤드의 어린 주인 존에게 맞선 것은 당대 가치 기준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반항한 사건이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분
노를 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독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억압된 욕망, 억압된 욕동, 억압된 트라우마가 제인을 통해 표출되고 그러한 행위가 독자의 억압
된 무의식적 트라우마를 약간이나마 해소시켰기 때문이다. “미친 듯이 막아냈다”(received him in
frantic sort)는 제인의 표현에서 ‘frantic’이란 단어의 선택은 제인의 무의식을 포착하기에 충분하

다. 영영사전에서 ‘frantic’이란 단어는 ‘you are behaving in a wild and uncontrolled way
because you are frightened or worried’라고 설명된다. 즉, 억압된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경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제인은 제어할 수 없는 동물적인 힘에 의해 존에게 맞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동물적 영역에 억압되었던 욕동의 힘인 것이다.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버싸는 로체스터의 숨겨진 부인으로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제
인의 더블(Double), 즉 제인의 다른 자아로 인식되고 있다. 제인이 이성을 지닌 신적인 영역을 담
당한다면 버싸는 욕동과 오브제 a, 트라우마와 같은 동물적 영역을 담당한다. 단순히 정신계를 이
분법적으로 나눌 때 제인은 의식, 버싸는 무의식을 담당함으로써 더블로 존재하는 것이다. 제인이
쏜필드에 도착한 시점부터 결혼을 하는 날까지 제인을 괴롭혔던 괴기스러운 웃음소리는 25장에서
처음으로 그 형체를 드러낸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며 숱이 많은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 같았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얀 옷을 위에서 아래까지 늘어뜨려 입고 있었는데 그게 가운인
지 홑이불인지 수의였는지를 모르겠어요. . . .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아아, 전 여태
껏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빛바랜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 . . 그게 악몽이었으면 좋
겠어요. . . . 하지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한 대낮의 햇빛 속에
서 낯익은 이것저것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위안과 용기를 얻으려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거기, 양탄자 위에, 악몽이었다는 가정을 확실히 부정하는,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쫙
찢어진 그 베일을 발견한 거예요. ( Jane Eyre 308-9)

제인의 버싸에 대한 묘사는 인간이기 보다는 야생동물을 묘사하는 것 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
시무시한’(fearful and ghastly) 버싸의 외모는 제인과 독자들에게 언캐니함으로 다가온다. 친숙하
면서도 낯설게 다가서는 이 언캐니한(uncanny) 상황은 텍스트를 통해 제인과 버싸의 공통분모를
추적하게 만든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제인에게 “이제 나는 병도 나았고 죄도 씻
긴 몸으로, 나를 위안해 주는 사람으로서 한 천사(angel)를 대동하고”(283) 유럽을 다시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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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고 말한다. 이에 제인은 “저는 천사가 아니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천사는 될 수 없습니
다”라고 대답했다. 제인을 ‘천사’로 표현하는 로체스터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fairy, elf, angel, spirit, a fire-spirit’ 등에 제인을 대입시킨다. 이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로 제인을 선택했다는 로체스터의 무의식이면서 동시에 자신
이 사랑한 두 여인이 한 여인으로 동일시되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26장에서 로체스터는 제인과 결
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버싸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방의 저 안쪽 끝 깜깜한 곳에서 무엇인가 뛰어나왔다 뛰어 들어갔다 하고 있었다. 그게 무
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처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네발로 기고 있는 모양이
었다. 무슨 괴상한 야수처럼 그것은 할퀴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했지만 옷은 입고 있었
고 흰 털 섞인 검은 머리털이 말갈기같이 거칠게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 . . 광인
은 뛰어 덤벼 로체스터 씨의 목을 잡고 뺨을 물려고 덤볐다. 그들은 격투를 했다. ( Jane

Eyre 318)

‘괴상한 야수’(strange wild animal)로 보여지는 그 광인(the lunatic)의 모습은 어린 시절 제인이

존과 맞설 때 보여줬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 동물적인 영역에서 그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괴
수처럼 버싸는 텍스트에 등장한다. 이어 로체스터는 사람들에게 버싸의 행위에 대해 ‘악마의 난
동’(gambols of a demon)이며 그것이 감금의 이유라고 설명한다. 제인과 마찬가지로 로체스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인 ‘악마’(demon)에 버싸를 대입시키고 있다. 길버트와 구바 또한
버싸가 앞뒤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제인, 즉 가정교사로 일하며 불안함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던
제인이 3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Jane Eyre 513). 또한 로체스터
가 버싸를 감금한 것은 빅토리아 사회와 남성이 여성에 가한 억압 그리고 버싸의 공격은 억압된
감정의 폭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당대 사회에 대한 저항이며 새로운 성이데올로기를 향한 첫
걸음인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로체스터를 떠나 모턴(Morton)에서 여교사로 일하고 있던 제인에게 세인트 존이
찾아와 결혼 후 함께 선교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무슨 소리를 들었지요? 무엇이 보입니까?” 세인트 존이 물었다. 나의 눈엔 아무것도 안 보

였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선가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제인! 제인! 제인!”
그뿐이었다. . . . 그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도 아니었고 땅 속에서 들려온 것도 아니었고
머리 위에서 들려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어딘지, 어디서
들려온 것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였다. 귀에 익은, 그리
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에드워드 페어펙스 로체스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
과 고뇌에 찬, 거칠고 무시무시하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 Jane Eyre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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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 a 주위를 돌면서 끊임없이 분열된 주체를 유혹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욕동의 힘이다. 제인
의 오브제 a, 즉 욕망의 대상이면서 원인이 되는 로체스터 주위로 욕동이 끊임없이 맴돌며 제인을
유혹한다. 그 힘은 의식적으로 제어 불가능한 힘이기에 텍스트에서는 괴수처럼, 거칠고 무시무시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제인은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 특히 로체스터를 향하는 성욕을 억압하며
여교사로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return of the repressed)는 법
칙 하에 제인의 억압된 욕망은 욕동의 힘에 이끌려 로체스터에게 돌아가게 만든다. 오브제 a 는
아이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할 때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상상하는 신체부위이며 이는 목
소리, 시선, 젖가슴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인이 들은 로체스터의 목소리는 욕망의 부분대상
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제인을 로체스터에게로 이끈 것이다.

Ⅳ. 결 론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 주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논의되었다. 사촌 존에게 맞선 제인이 처음으
로 갇히게 된 붉은 방은 많은 비평가들에게 의해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이 갇힌 상태로 해석되었
고, 또한 3층 다락방에 갇힌 버싸는 가부장적 사회에 반항하는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제인이 게이츠헤드를 떠나 머무르게 된 기숙학교에서 제인을 포함한 수많은 여학생들의 굶
주림이나 형벌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 특히 성욕의 억압으로 분석되었다. 왜냐
하면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의 식욕은 성욕을 암시했고 그러한 식욕의 절제나 거부는 순결한 여성
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에서 연구되었던 억압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에 반기를 든 제인의 행동을 분
석함으로써 제인의 욕망과 욕동을 추적하였다. 단순히 고딕소설로서 또는 성장소설로서 『제인 에
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제인의 정신세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녀의 분노와 반
항을 이끄는 힘, 욕동 그리고 욕동이 맴도는 욕망의 대상을 논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사건들에 정신분석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제인 에어』는 식민주의적 시각에서도 자주 논의된다. 여류 소설가인 진 리스(Jean Rhys)
는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버싸와 마찬가지로 크리올 여성이다. 그녀는 『제인 에어』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감금된 버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 )를 쓰게 된다. 되받아쓰기(rewriting)를 통해 재창조된 이 작품은 20세기 걸작으로 뽑히며 『제
인 에어』에 등장하는 버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마련해주었다.
본 논문은 페미니즘과 식민주의적 시각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제인과 버싸를 다루었다. 상상계
의 유아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잃어버렸다고 상상하는 대상, 즉 오브제 a 에 대해 논하였고 의미
의 연쇄고리를 통해 그 대상이 로체스터임을 알 수 있었다. 라캉의 욕망공식을 통해 밝혀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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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욕망은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들고 욕동의 힘에 이끌려 오브제 a 주위를 맴돌
게 된다. 제인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동의 힘에 이끌려 로체스터와 재회하게 되고 그러한
재회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타자 또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녀와 로체스터의 사랑은 허상에 불과한 오브제 a 가 제거되었고 실재계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텍스트에서 제인의 더블, 즉 그녀의 다른 자아로 보여지
는 버싸의 묘사는 욕동의 흐름 속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더블로 존재하는 것에
정신분석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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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 워튼의 작품 속 공간 탐구
정 신 희
(한남대학교)

Ⅰ. 들어가며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 1862~1937)은 소설뿐만 아니라 시와 에세이를 집필한 19세기말에
서 20세기 초반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작가이다. 그녀가 활동하던 때는 미국이 독립 후 본격적으로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의 꿈을 안고 미국에 터를 잡기 위해 이민자들이 몰려오던 시기
이다. 또한 이시기에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지식과 품격을 겸비한 귀족의 세력이 신흥부유층에
밀려 났다. 그녀는 그녀보다 이십여 년 연상인 헨리 제임스와 문학적 친분을 쌓아 사실주의의 작
가로 거듭난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서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흥부자들의 얕은 사고와 경박한
행동을 비판하였다. 사실 그녀는 뉴욕 상류층의 일원으로 일찍 사교계에 입문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뉴욕의 사교계에 입문을 꿈꾸었다. 사교계의 장소(공간)는 미국 사회, 경제,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인 뉴욕에 자리 잡고 있다.
워튼은 작품 속 공간을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 이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사회상을 표명하려
한다. 즉 그 장소는 도시와 시골이다. 그들 장소는 상대적이지만 상호 연계적이다. 그러므로 워튼
은 공간이 인간의 본질을 투영하고 있음을 부각하려한다. 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문학에서 연구되
어 왔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에서의 공간은 집을 떠나 숲을 거쳐 다시 집으로 온다. 또한
호손의 작품 중에는 영 굿맨 브라운(Young Good Man Brown )이 있다. 이 작품 역시 주인공이
집을 떠나 숲을 거쳐 다시 집에 돌아오는 설정이다. 이처럼 집이라는 공간은 공통적이다. 집이라
는 공간 안에는 방이라는 세부적인 공간이 또다시 설정된다. 방은 인간의 마음을 은유하기도 한
다. 본 논문은 워튼이 자신의 작품에서 공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탐색해 본다. Ⅱ장에서
는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상징인 뉴욕을 배경으로 한 두 소설 『순수의 시대』(The Age of

Innocence 1920)와 『기쁨의 집』(The House of Mirth 1905)에 내재된 공간의 상대성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여름』(Summer 1916)의 배경인 노스 도머와 『이선프롬』(Ethan Fromn 1906)의 배경
인 스타크필드(Starkfield)에 나타난 공간의 간극을 탐색해 본다.

Ⅱ. 공간의 상대성: 뉴욕
공간은 세 개의 점이 만나 하나의 형태를 이룬 상태를 일컫는 유클리드 3차원으로 통한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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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경계선이 그어진 내부에서 그 곳에 머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철학적·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장소 즉 공간은 머무르는 개
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위치나 성격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곳이다. 워튼의 작품 중 『순수의 시대』
와 『기쁨의 집』은 뉴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뉴욕은 미국의 꿈인 ‘경제적 풍요’를 상징한다.
그 곳 사람들은 뉴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만큼 행복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뉴
욕상류층사람들만이 입문할 수 있는 사교계에 어쩔 수 없이 감금되어있으면서 자신이 사회적·경
제적으로 튼튼함을 과시한다.
나이츠(Pamela Knights)는 자신의 논문1)에서 『순수의 시대』에는 되풀이가 전부인 것 같다
(“...replication seems everything.”)(Bell 26)라고 지적한다. 그렇듯이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뉴랜

드 아처(Newland Archer)는 내면적으로는 퇴폐적으로 변질된 사교계를 비판하고 염증을 느끼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 아처는 이름 뉴랜드(Newland)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지
만 망설이다가 뉴욕에 안주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아처는 워튼의 대변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녀
의 표본(Archer is her specimen rather than her spokesman.)”(Bell 21)이라는 나이츠의 주장에
서 드러난다. 워튼은 오히려 그의 신부로 외관상이나 성격적인 면에서 관습에 거스르지 않는 상류
층 여성인 메이(May)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는 결혼 후 유럽으로 떠났다가 남편과의 별거로 뉴욕
에 다시 돌아온 엘렌(Ellen)에 의해 위기에 봉착한다. 엘렌은 부유한 남편을 따라 유럽으로 떠났다
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 뉴욕으로 회귀한다. 그녀가 생각한 뉴욕은 어린 시절의 달콤한 곳이지만
그녀에 대한 편견과 비판은 그녀를 내몰고 만다. 엘렌은 그런 편견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면서 아처와의 밀회를 즐기지만 그것이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
아처는 자신이 선택한 최고의 신붓감인 메이와의 결혼을 평탄하게 이어가면서 엘렌과 밀회를
즐긴다. 그는 서재에 있을 때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젖히어 순간의 자유를 만끽한
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인간의 사유는 공간을 자유롭게”(Tuan 101)만들 듯이 아처는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여러 공간을 오간다. 그리고 방이 인간의 내면을 은유한다면 창문은 외
부와의 연결통로가 된다. 아처의 답답함은 편견적이고 퇴폐적인 뉴욕상류층에 대한 표명이다. 하
지만 답답한 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는 훈련받아온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두려운 것이다. 그의 갈등
을 잠재운 사람은 메이이다. 그녀는 엘렌에게 임신소식을 알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정을 지킨
다. 엘렌은 아처를 떠나 멀리 떠나게 되고 메이의 죽음이후 그녀와 재회할 기회가 생기지만 아처
는 거부한다.
반면, 엘렌이 유럽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폴란드 출신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고향인

1) Bell, Millicent. Ed. Edith Wharton.에 수록된 Pamala Knights는 자신의 논문 “Forms of
Disembodiment: The Social Subject in The Age of Innocence.”에서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오페라 등
틀에 박히고 반복적인 뉴욕생활패턴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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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으로 회귀하고자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에 비해 『기쁨의 집』의 여자 주인공 릴리(Lily)는 상류
층의 사교계의 일원으로서 부러울 것 없는 미모를 갖춘 여성이지만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그녀의 사회적 위치는 좌초된다. 하지만 그녀를 일으켜 세울 만한 도움은 없다. 릴리의 경제적 파
탄과 더불어 부모의 사망으로 릴리의 보호자가 된 페미스턴 부인의 집은“격식과 엄격한 분리를 나
타내는 전형적인 빅토리아 스타일의 집”(정혜옥 179)이다. 그러나 릴리에게 그 집은 “깔끔하게 정
돈되고 무덤처럼 우울한 집”(HM 106)에 불과하다. 그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그
집에 매장되어있다”(정혜옥 179)고 생각할 정도이다. 오직 그녀가 추락한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은 미모이다. 그렇기에 경제적 파탄과 더불어 고아가 된 릴리는 뉴욕으로의 회귀를 쉽게
여긴다. 그녀가 믿을 만한 것은 미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 주변 남자들은 성적관심 또는 그
녀의 과거 사교계 경험을 이용하려는데 열중한다. 그녀의 회귀는 오직 뉴욕이다. 이것은 그녀가
인상적으로 여기는 벨로먼트에 머무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의무감에 막연히 교회에 가는 그들의
피상적인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적대고 무질서한”(HM 331) 그리고 “자신이 자란 집과 유사”
한 벨로먼트를 좋아하는 이유로 타당하다. “그녀의 유년시절 집은 공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극장 같은 곳”(정혜옥 183)이었다. 그러한 그녀의 회귀에 대한 꿈 또는 환상이 결국 물거
품이 되었을 때 그녀는 죽음을 택한다. 릴리가 뉴욕으로 회귀하려는 욕망처럼 엘렌은 사람들의 이
상향인 유럽과 뉴욕에서의 생활을 경험한다. 그녀가 선택한 두 공간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있음
이 밝혀진다.

Ⅲ. 공간의 간극: 노스 도머와 스타크필드
시간과 더불어 공간은 “우리 감성의 형식이고 우리가 세계에 투영하는 형식”(Wilkerson 62)이
다. 공간이 주는 의미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사실 워튼은 뉴욕상류층 출신이지만 열세 살 연상인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시골 마운트(The Mount)로 이주하면서 시골생활을 그린 작품들을 집필
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워튼은 프랑스에 머물면서 로열의 부인의 요청으로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작품 중 『여름』과 『이선프롬』에서 잘 녹
아들어있다. 특히 여름은 1차 대전 중에 집필하였는데 이 작품은 사계절 중 가장 강렬한 태양빛을
발하는 어느 한 여름날로 시작이 된다. 전쟁과 강렬한 태양은 긴장과 싸움이 적절히 연결된다. 전
쟁터는 한 개인이 아닌 인류에게 가장 절망을 안겨주는 처절한 장소이다. 이것은 여름의 여자 주
인공 채러티(Charity)가 뉴욕5번가 출신 하니(Harney)와 가장 뜨거운 사랑과 동시에 이별을 겪게
되는 절망과 상통한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노스 도머(North Dormer)로서 이것은 ‘북쪽에 난
창문’이라는 정의로 볼 때, 절망과 고독을 의미한다.
워튼은 건축에 관심이 많아 건축가 오그든 코드만(Ogden Codman)과 공동집필하여 인테리어
이디스 워튼의 작품 속 공간 탐구 ( 정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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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인 집의 장식(The Decoration of House )을 1897년에 첫 출판하였는데, 그녀는 인테리어에
관련된 작품을 집필할 만큼 건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워튼과 코드만은 빅토리아 장식, 무거운 창문 커튼 그리고 빽빽이 들어찬 방들
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In the book, the authors denounced Victorian-style interior decoration and interior
design, especially those rooms that were decorated with heavy window curtains,
Victorian bric-a-brac and overstuffed furniture.2)

이처럼 워튼은 건축에 관심뿐 아니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뉴욕 상류층의 퇴폐적인 모습 또한
지적한다. 그녀는 여름에 뉴욕출신답지 않은 고전적이고 자연적인 멋을 찾아 온 채러티의 연인 건
축가 하니를 노스 도머에 등장시킨다. 노스 도머는 채러티가 태어난 장소인 산(Mountain)과 그녀
의 이상향인 도시 네블턴(Nebleton)의 중간지점이다. 건축가 하니가 노스도머에 나타나기 전까지
네블턴은 그녀의 이상향이었다. 하니의 등장으로 네블턴보다 더 큰 도시인 뉴욕 특히 뉴욕 5번가
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환상의 공간이다. 그리하여
그 환상의 도시는 무지개가 드리워진 곳으로 은유되며, 그들 사이에는 간극이라는 골짜기가 놓여
있다. 노스 도머가 절망적인 공간이 된 것은 로열부인(Mrs. Royal)이 죽은 후 채러티가 법적 양부
가 아닌 ‘보호자’인 로열(Mr. Royal)과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노스도머는 채러티를 산에서 구해
준 희망적인 공간인 동시에 로열의 청혼으로 인해 절망적인 공간이 된다. 특히 그녀의 연인 하니
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이다. 다시 말해서 그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희망과 절
망사이의 간극이다.
워튼은 여름과는 정반대인 겨울을 배경으로 한 『이선 프롬』을 내놓는다. 이 소설의 배경은 강렬
한 태양이 내리쬐는 노스 도머와는 반대로 꽁꽁 얼어붙은 마을과 동떨어져 온기를 찾아보기 힘든
한 겨울의 스타크필드(Starkfield)이다.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 이선 프롬은 성공의 꿈을 안고 도시
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다가 병을 얻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꽁꽁
언 외딴 오두막으로 되돌아온다. 그는 그의 꿈이 좌절된 상태일 때, 자신의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
와주러 온 연상의 여인 지나(Zeena)에게 의존하면서 지나와 부부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마저 병을 얻게 되고 그녀를 간호하러 온 이십대 초반의 여인인 매티(Mattie)가 등장하면서 절망
적인 공간이던 오두막이 희망으로 바뀐다. 이선과 매티가 남몰래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던 언덕은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낙원이다. 꿈이 좌절된 채 살아가던 이선에게 어린 연인은 활력소가 되고 그
녀가 있는 공간(장소)은 환상이다. 그들이 사랑에 빠져있느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결국 지나에

2) https://en.wikipedia.org/wiki/The_Decoration_of_Hous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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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키고 만다. 지나가 눈치를 챈 후 이선과 매티는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썰매를 타러 사랑을
속삭였던 언덕으로 향한다. 그들은 이상향 즉 환상을 꿈꾸고 생의 마지막을 향해 썰매를 타지만
이선에게 지나의 얼굴이 스치면서 느티나무에 부딪혀 결국 환상이 물거품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
럼 노스 도머와 스프링필드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상대성이 부각되어 드러난다.

Ⅳ. 나가며
워튼은 프랑스로 이주하여 죽기 직전까지 그 곳에서 살았다. 그녀가 뉴욕을 떠난 이유는 변질되
어가는 상류사회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완전한 이민자가 아니었
다. 그녀는 완전히 뉴욕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는 뉴욕으로 돌아가리라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뉴욕은 숨이 막혀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빈 공간에 이방인이 채
워진다. 그 공간은 부단히 사람들의 물결로 변화무쌍해 보이는 절망과 희망 다시 말해서 디스토피
아와 유토피아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리하여 투안이 주장하였듯이, 인간이 공간을 적절하게 개발한다면 “그 공간은 ‘부’ 뿐만 아니
라 ‘권력’의 자원이고 지구상에 통용되는 위신의 상징”(Tuan 100)이 된다. 뉴욕은 아메리카의 드
림의 상징이지만 어느 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고 공존의 공간으로 남는다. 뉴욕과는 상대적인 노
스 도머와 스타크필드는 부의 상징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절망과 희망을 공존하
는 작은 공간이다.
이처럼 같은 공간일지라도 개인에 따른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뉴욕 사교계에 입
문하려는 로즈데일(Rosedale)은 인종적 차별로 늘 아웃사이더가 되며, 그곳의 병폐를 알면서도 쉽
게 벗어나지 못하는 아처와 다시 들어온 엘렌은 릴리처럼 이방인이 되어 결국 그 곳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공간의 간극이 존재하는데 노스도머나 스타크 필드에는 언덕3)
이 인물들이 욕망하는 공간의 간극(또한 매개적 공간)이다. 인간은 자연의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분
별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추상적 공간을 만든다(Tuan 36). 즉 그 추상적 공간은 환상으로 판단
된다.

3) 필자강조. 언덕은 여름과 이선 프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로 그곳에서 주인공들은 데이트를 즐
기며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는 유토피아적인 장소이다. 반면, 언덕은 채러티가 하니와 이별한 후에 눈이
내리는 언덕길을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오르는 암울한 장소가 되고, 이선과 매티가 이별을 앞두고 썰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디스토피아적 장소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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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ing r-dissimilation in English
Chung, Chin-Wa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resentation is to revisit r-dissimilation in English and provide an
alternative alanalysis of r-dissimilation. r-dissimilation optionally occurs when there are
two retroflex-liquids in a word by which one of two retroflex-liquids is not realized in
output forms. Unlike feature-change strategy employed in adjective-forming suffix {-al, -al},
one of the segments is not pronounced in English. There are several phonological issues in
r-dissimilation in English. Firstly, we should identify the target of segmental deletion in this
process. Secondly, what are important phon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deletion of the
retroflex-liquid. Thirdly, is this process a simple input-to-output mapping or a step-wise
process? The third issue has to do with examples or r-dissimilation where two [r]s occur in
positionally privileged positions defined in Beckman (1997, 2004).
In order to provide an analysis, it is argued that for some examples (Hall, 2006) metathesis
induces r-dissimilation when two [r]s appear in different strong positions. Thus, this
presentation shed light on the broader perspective of r-dissimilation in English,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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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initial Glottalization of English Loanwords:
Comparison between Two Speaker Groups
임 신 영
(경북대학교)

I. Int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a word-initial glottalization occurred when Korean speakers use
loanwords from English and finds ou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Since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cause of a word-initial glottalization in loanwords from English in terms of the
experimental phonetics, this study shows the strengthening of English stops take place in
the same fashion when they are produced by English speakers and Korean speakers. Based
on stressed syllable in the words which is observed in three acoustic parameters such as
intensity, F0, and vowel duration,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way in which these
acoustic paramete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wo speaker groups, one the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the other those of Korean.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 of a
word-initial glottalization in loanwords from English, I also examine the differences of
Korean stops according to the phonation types.

II.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30 Gyeongsang Korean speakers (15 male and 15 female students)
and 10 American speakers (5 males and 5 females) participated in the recording, and the
Korean subjects were freshmen students in college who had a similar level of proficiency
in English.
The recording was conducted in a quiet room using a PCM D-50 recorder and the
recorded sounds were transferred to a PC at a sampling rate of 44,000 Hz, 16 bit, and on
stereo WAV files. Recording materials were made up of simple sentences (say _____ to
me.). Experimental data were designed to include both English and Korean stops.
Therefore, fifteen stops are included in the experiment: six stops in English, such as: p, b,
t, d, k, g; and nine stops in Korean, such as: ph, p, p*, th, t, t*, kh, k, k*. These English
words are listed in th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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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rded materials
(1) English stops (/p, b/, /t, d/, /k, g/ in /_ɑ́/)
bilabial

Palatal

Velar

voiceless

párky

tárty

cárton

voiced

bárky

dárky

gárden

(2) Korean stops (/ph, p, p*/, /th, t, t*/, /kh, k, k*/ in /_ɑ/ )

Aspirated
Lenis
Fortis

labial

alveolar

Velar

팔찌(HL)(bracelet)
발찌(HL)(anklet)
빨리(HL)(fast)

탈주(HH) (escape)
달력(HL) (calendar)
딸국(HL)(hiccup)

칼라(HL) (collar)
갈비(HL) (rib)
깔개(HL) (rug)

The nine Korean words was intended for speakers to speak in the sentence frame of
‘Igeoseun _____ imnida’.
A total of 480 English tokens ((30 Korean speakers +10 American speakers)) x 6 tokens x
2 repetitions) and 540 Korean tokens (30 speakers x 9 tokens x 2 repetitions) were
acquired from the recording. The most natural sentence of three repetitions was chosen to
measure the acoustic parameters. Therefore, the number of total data selected from the
test was 510 and the measurement of the three parameters were made from the
spectrograms. A total of 1,530 tokens were analyzed using the Praat v5.2.16.

III. Results
3.1 Intensity
The Intensity values of English voiced and voiceless stops produced by the Korean and
American speakers were compared against stress syllables. The Intensity values were
averaged across three positions of articulation for word-initial syllable. The mean value of
Intensity for each stress syllable is shown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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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nsity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was made for comparison of the intensity values
between the two speaker groups. In both voiced and voiceless stop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peaker groups: voiced stop: F(1,38)=9.384, p =.003; voiceless
stop: F(1,38)=9.269, p =.004. I have carried out a repeated measurement of ANOVA, as
follows:
Table 3. The result of post hoc tests for intensity (voiced and voiceless stops)
Male

Female

Korean

F(1,28)=9.631, p =.004

F(1,28)=10.830, p =.011

American

F(1, 8)=4.625, p =.330

F(1, 8)=.217, p =.654

In both Korean speakers, the result of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nsity between the voiced and voiceless stops.
However, in American speakers, there is not signigicant difference in intensity between the
voiced and voiceless stops.
Mean intensity values of aspirated, lenis, and fortis stops in phonation types are given
below:
Figure 2. Intensity of voiced and voiceless stop

In both Korean speakers, the result of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show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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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nsity among Korean stops : (Male) F(2,42)=5.857,

p =.013; (Female) F(2,42)=4.706, p =.040. I have performed a post hoc test after ANOVA, as
follows:
Table 4. The result of post hoc tests for intensity (Three types of phonation in Korean stops)

Aspirated-Fortis
Aspirated-Lenis
Lenis-Fortis

Male
p =.043
p =.604
p =.005

Female
p =.043
p =.785
p =.005

Intensity of vowels following the fortis stop was greater than that of vowels following the
lenis or aspirated stops and showed an order of fortis > aspirated = lenis in the both male
and female speakers.

3.2 Vowel duration
The Vowel duration of the vowels following word-initial stops was averaged between
Korean and American speakers. The mean values are compared between male and female
speakers, as shown in Figure 3.
Figure 3. Vowel duration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The vowel duration is longer when produced by the American speakers than by the Korean
speakers.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was made for comparison of the vowel
duration values between the two speaker groups(voiceless: F(1,38)=446.487, p =.000; voiced:
F(1,38)=232.501, p =.000).
The mean vowel duration values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produced by the Korean
speakers are 104ms and 91m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mean vowel duration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produced by the American speakers are 139 ms and 116ms
respectively. I have performed a repeated measurement ANOVA,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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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post hoc tests for vowel duration(voiced and voiceless stops)
Male

Female

Korean

F(1,28)=9.631, p =.004

F(1,28)=11.077, p =.021

American

F(1,8)=10.830, p =.011

F(1,8)=9.563, p =.015

In all speaker groups, voiced stops have longer vowel duration than voiceless stops except
Korean female speakers. The vowel duration value decreases as the female speakers lower
than male speakers(voiceless stops: F(1,28)=4.512, p =.043; voiced stops F(1,28)=7.832,

p =.009). However, American speakers do not draw a distinction between English stops by
gender.
Mean vowel duration values of aspirated, lenis, and fortis stops in phonation types are
given below:
Figure 4. Vowel duration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In both male and female speaker groups, the result of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owel duration among Korean
stops : (Male) F(2,42)=3.478, p =.069; (Female) F(2,42)=6.091, p =.005. I have performed a
post hoc test after ANOVA, as follows:

Table 6. The result of post hoc tests for vowel duration (Three types of phonation in Korean stops)
Male
Aspirated-Fortis
Aspirated-Lenis
Lenis-Fortis

p =.043
p =.025
p =.425

Female

p =.016
p =.613
p =.267

The vowel duration following for the lenis stop was greater than those for the fortis,
aspirated stops, showing an order of lenis > fortis = aspirated stops in both male and
female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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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0
The F0 values of the post-stop vowels produced by Korean and American speakers were
averaged across three positions of articulation for each prosodic domain. They are
compared across five prosodic domains, as shown in Figure 5.
Figure 5. F0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were made for comparison of the F0 values
between the two speaker groups (voiceless stops: F(1,38)=285.800, p =.000; voiced stops:
F(1,38)=254.044, p =.000).
The mean F0 values of vowels immediately after the voiced and voiceless stops produced
by the Korean speakers are 164Hz and 157Hz respectively, showing 11Hz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the mean F0 values of vowels immediately after the voiced and voiceless
stops produced by the American speakers are 157Hz and 161Hz respectively, showing only
4 Hz difference.
Table 7. The result of post hoc tests for F0 (voiced and voiceless stops)
Male

Female

Korean

F(1,28)=6.509, p =.016

F(1,28)=81.684, p =.000

American

F(1,8)=0.55, p =.821

F(1,8)=.008, p =.932

Both Korean male and female speakers have greater values in F0 than the American
speakers respectively. The F0 value decreases as the male speakers lower than female
speakers (Korean-voiceless: F(1,28)=171.056, p =.000; voiced stop: F(1,28)=304.129, p =.000;
American-voiceless: F(1,8)=19.540, p =.002; voiced F(1,8)=22.292, p =.001).
Mean vowel duration values of aspirated, lenis, and fortis stops in phonation types are
given below:

118

2016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Figure 6. F0 of voiced and voiceless stops

In both Korean speakers, the result of the 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nsity among Korean stops: (Male) F(2,42)=4.212, p =.046;
(Female) F(2,42)=4.634, p =.015. I have performed a post hoc test after ANOVA, as follows:
Table 8. The result of post hoc tests for F0 (Three types of phonation in Korean stops)
Male
Aspirated-Fortis
Aspirated-Lenis
Lenis-Fortis

Female

p =.442
p =.012
p =.463

p =.420
p =.018
p =.237

The F0 value of the following the aspirated stop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sound for the
lenis or fortis stops, showing an order of aspirated > lenis = fortis stops in the both male
and female speakers.

IV. Discussion
Each acoustic parameter of the post-stop vowels produced by Korean and American
speakers was averaged and the effect of phonological transfer from L1 to L2 is compared
when English stops are produced by Korean speakers.
The below is the comparison of the intensity between English and Korean stops.
Figure 7. Intensity of English and Korean s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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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nsity of Korean stops shows that aspirated are stronger than lenis, but because it
is similar to the intensity of English voiced and voiceless stops, Koreans are not able to
give stress on English stressed words well. In fortis, however, they pronounced voiced and
voiceless stops as strongly as American speakers. It results in a word-initial glottalization
when Korean speakers use loanwords from English. This shows that Koreans try to put
stress on words by pronouncing voiced stops as fortis, because they feel difficulty in
performing the strong intensity of following vowel especially after the stressed voiced stops.
The below is the comparison of the vowel dur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stops.

Figure 8. Vowel duration of English and Korean stops

The vowel after voiced stops by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speakers is longer than the
one after voiceless stops. In vowel durations, American speakers take much longer than
Korean speakers. Acoustic properties of Korean stops summarized statistical difference in
stop category of the parameters(Lenis>aspirated=Fortis). The parameters of the following
vowel are shown to be influenced by preceding consonant. The aspirated stops are closely
related to English voiceless stops. For Korean speakers, voiced stops is more similar to
lenis.
The below is the comparison of the vowel dur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stops.

Figure 9. F0 of English and Korean stops

These statistical results suggest that unlike the American speakers, the Korean speakers
heavily rely on F0 for the voicing contrast of the English stops and Korean stops. The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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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orean stops are distinguished between aspirated stops and lenis stops and between
aspirated stops and fortis.

V. Conclusion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acoustic parameters indicate that for
Gyeongsang Korean speakers F0 valu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tensity values.
As Gyeongsang speakers use the word-initial glottalization of English loanwords, it can be
interpreted as trying to realize English stressed words as closely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American speakers show strengthening in the stressed syllables for intensity and
vowel durati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have displayed language specific dependencies which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s among three parameters. In terms of the parameters,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action among respective phonetic types are used as acoustic cues that
help Korean speakers strengthen English stops by using Word-initial Glot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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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L1 in L2 Learners’ Writing Processes
Jae Hyung Shim and Hohsung Cho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Introduction
Writing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language-learning. It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difficult area to be achieved in language learning, as mentioned in some studies (e.g.
Makalela, 2004). Writing in a foreign language is even more complex, as different ways of
thinking can result in different ways of organizing one’s writing. Based on the notion of
contrastive rhetoric (Kaplan, 1996), for example, structures in Asia are defined “inductive
[with] a delayed introduction of a thesis statement” while the Western method is known to
be “deductive” (Matsuda, 1997). This is a major cause of differences in styles between L1
and L2 writing.
Linguistic differences also influence one’s L2 writing. A constant encounter and
negotiation between a learner’s L1 and L2 is called language-switching, defined as the “act
of switching from L2 to [L1 in] the cognitive process” (Qi, 1988). Woodall (2002) further
called it a “non-instructed task” that L2 learners constantly engage in the process of
writing, although the amount of influence and the purpose of language-switching differ by
person, especially by a learner’s proficiency in the target language.
These organization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have put more weight on the target
language and the gap between native and target cultures. On the contrary, this study
aimed at how one’s native language influenced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writing in L2
in order to find a learner’s L1 as important as L2.

II. Methods
Five participants (ages 23~27) were selected among English linguistic majors at a major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They were all males, and possessed advanced-level
proficiency in English. Each participant met with the researcher individually, and went
through the steps of filling in personal information sheets, writing, and conducting a
post-study interview. Each of the participants was given a pseudonym.
According to the self-evaluation conducted in the beginning of research, the participants
showed the least amount of confidence in listening and writing, in contrast to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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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nguage learning (reading, speaking, and grammar). It was appeared that such results
came out due to the lack of confidenc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ir English in general;
after all, the confidence level was not clearly leaned against either comprehension
(reading, listening) or production (writing, speaking).
For the writing task, the topic was selected from the list of common TOEFL writing
prompts. The participants were told to make an outline on a given prompt, then write an
essay. Depending on the language used in creating outlines,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K” group (Korean) and the “E” group (English). Regardless of which
language was used in outlines, all the essays were written in English. Students in the “K”
group used Korean to make outlines, and wrote essays in English. On the other hand,
those in the “E” group used English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writing.
Once the writing task was finished for all the participants, interviews were conducted
also in one-on-one basis. The total of six questions were asked as a reflection on the
writing assignmen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clear, the questions were
slightly different in order to match different processes that each group went though. In
order to maintain precision of each participant’s response, all the interview responses were
recorded verbatim on site.

III. Results
Overall findings show that familiarity with the topic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L2 writing than L2 proficiency. This was figured out in two ways. First, the
topic for the writing task was easy enough for high-proficiency English learners to freely
express their ideas. Second, as a consequence, such simplicity of the topic blurred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itself; the way that the participants organized their essays seemed
more important.
The essay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scoring rubric used in the iBT TOEFL test, one
of the most commonly-taken English profi챠ency tests for foreign students. Out of the
maximum score of 5, there were one student each for the points of 5 and 3, and the
remaining three participants all received 4, making the mean score 4 points. What was
noticeable from the score pattern was that those who used Korean for outlines and English
for essays, namely the “K” group, earned the higher scores than those in the “E” group,
which naturally led to group-specific characteristics for this short and simple writing task.
These differences were brought up during the reflective interview sessions that were
conducted.
For the “K” group, what was most noticeable was that the participants did not fi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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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to use their L1 for outlines and L2 for essays. The major causes for this answer
were their lack of English skills to express what they have in mind in Korean relatively
direct in their L2, and a concern for English essays being assimilated to the Korean
writing, just as the notion of contrastive rhetoric shows. The participants in this group also
found it difficult when they had to translate their Korean outlines into English, causing
difficulties with appropriate word choice and grammar use.
By contrast, the students in the “E” group found it useful to maintain the same language
both in outlines and essays, even though the language they used was not their L1, but L2.
This was mainly because the prompt for the writing task was easy enough that did not
require any professional knowledge or vocabulary for the given topic. Even so, the two
participants in this group showed different patterns during brainstorming and writing. One
student thought of the content in Korean, then wrote out his thoughts in English on the
outline and essay. However, the other participant solely used English throughout the
process. It was found out that time constraint was the biggest factor that forced him to
stick with one language.
Regardless of group, three participants appeared to have followed outlines when working
on an essay, while the other two did not because they came up with more detailed
contents once they began to work on their essays. Whereas everyone in the “K” group
found their outlines helpful, those in the “E” group did not. It was predicted that since
they had to use a different language for essays, the “K” group students had to stick with
their outlines to make their writing more articulate. However, those used English
throughout the process did not find it necessary to be too strict on their outlines since
their English skills were sufficient enough them to add detailed in actual writing in the
order of introduction-main-conclusion.
In conclusion, every participant agreed that writing is an essential area in language
learning, especiall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ddition, they expressed the need of
more emphasis on writing in the current English education in Korea, which focused on the
comprehension part (listening and reading) of language learning. Instead, focusing on
production (speaking and writing) can be useful to build logical skills in their target
language, and even said that writing can serve as the final step of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at can make a learner to move from a fundamental to a pract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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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러닝 수업에 스마트 앱을 접목한
교수 ․ 학습 방안의 학습만족도 분석*1)
김 희 진･허 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Ⅰ. 서 론
최근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서 ‘모바일 보조 언어학습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MALL) 도구로서 이들 앱의 효과성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권연희, 2013, 2014; Kim & Kwon,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대학 정규 영어 과목에서 본 강의(수업)에 어휘 과제 학습 형태로 앱을 혼합한 최적화된 교수-학
습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3개 실험집단(각각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 앱 사용)을 대상으로 수
업에 적용한 뒤 정의적 영역(학습 만족도, 흥미도, 학습 성향 등)에서 각 앱의 효과성을 집중적으
로 비교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대학 영어 수업에서 실험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이번 모바
일 앱 활용 혼합 교수/학습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사이버대학 영어 과목의 과제 학습에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 앱을 접목한 후 학습 만족
도, 흥미도, 학습 성향 등 정의적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3개 실험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

Ⅱ. 선행 연구
1. 스마트 러닝
영어 교육 현장에서도 스마트 러닝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스마트 러닝을 사이버대학 e-러닝 환경에서 영어 교육 현장에 접목한 실험은 상당
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앱을 영어 학습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오
프라인 대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김재경, 송기상, 2012; 박주연, 2013; 이정은,
정동빈, 2012), 사이버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과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451A5A2A
010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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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 앱 비교
[표 1]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 앱의 특성 비교
앱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

개발사

(주)카카오

(주)네이버

미국 MasteryConnect

유/무료
매체 유형

특성
상호작용/
피드백

무료

무료

무료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 사적/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

∙ 지인 기반 폐쇄적 SNS
(모임 앱)
∙ 사적/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

∙ 즉시응답시스템
∙ 교사/학생용 앱으로
개인별 학습에 최적화된
학습용 플랫폼

∙ 개인 활동에 역점
∙ 채팅 위주로 실재감, 친밀
도 등 촉진

∙ 집단 활동에 역점
∙ 채팅/과제방 분리로 집단
학습 관리 용이

∙ 정보 위주 (informative)
학습 촉진
∙ 교수자−학습자 간 1대
1 학습에 유리

∙ 학습자−학습자(O),
∙ 학습자−교수자(O)

∙ 학습자−학습자(O),
∙ 학습자−교수자(O)

∙ 학습자−학습자(×),
∙ 학습자-교수자(O)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사이버대학교 2013년 2학기 동계계절학기 과목인 ‘교양영어’ 수강생 중
과제 학습에 참여한 학생 50명을 카카오톡(16명), 밴드(15명), 소크라티브(19명) 등 3개 집단으로
편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 실험 참여 학습자 구성
구분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과제 학습

16

32

15

30

19

38

50

100

설문 참여

14

35

12

30

14

35

40

100

2. 사전 동질성 검증
[표 3] 사전 평가 점수 분산 분석
집단

N=40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카카오톡

14

8.00

3.92

1.05

밴드

12

7.08

5.79

1.67

소크라티브

14

7.71

4.38

1.17

*만점: 20점,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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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127

.881

3. 연구 분석 도구
과제 학습의 정의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실험 참여자의
기본 정보 7개와 양적 분석 정보 20개(객관식: 총 4개 유형/영역) 등 총 27개 문항과 심층 개방형
3개 등 모두 30개로 구성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

다, 3. 보통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4. 과제 교수-학습 방안 설계
학습자 50명을 각각 카카오톡, 밴드, 소크라티브를 사용하는 3개 실험 집단으로 나눈 뒤 본 강
의 수강에 앞서 학습 자료를 활용해 매주 2회씩 총 4주 7차례 과제 학습 형태로 진행하였다. 과제
는 퀴즈 형식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출제하고, 학습자는 역시 앱을 통해 답안을 작성한 후 개
인별로 튜터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Ⅳ. 연구 결과
[표 4] 3개 실험 집단 간 과제 학습의 ‘정의적 효과’ 설문 결과
정의적 영역

문항수

전체

과제학습
만족도

20

9

과제학습
흥미도

5

과제학습에
대한 성향

3

과제 학습 내용
향후 활용계획

3

실험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분산

카카오톡

14

4.44

.599

.359

밴드

12

4.19

.620

.384

소크라티브

14

4.47

.595

.354

카카오톡

14

4.42

.620

.384

밴드

12

4.19

.620

.384

소크라티브

14

4.47

.595

.354

카카오톡

14

4.59

.467

.218

밴드

12

4.30

.658

.433

소크라티브

14

4.24

.749

.561

카카오톡

14

4.57

.530

.281

밴드

12

4.11

.978

.956

소크라티브

14

4.38

.702

.493

카카오톡

14

4.76

.380

.144

밴드

12

4.47

.627

.393

소크라티브

14

4.36

.673

.452

f

p

.792

.461

.724

.491

1.159

.325

1.235

.303

1.855

.171

*만점: 5점,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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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층 설문 결과: 과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예시)
카카오톡 집단

밴드 집단

소크 라티브 집단

∙ 학우와 교수, 튜터 간에 유대감, ∙ 실시간 수업 참여와 빠른
∙ 교수와 학습자의 모바일 개인
친근감 높음
피드백으로 온라인수업의 단점
학습 형태와 교수의 1대 1
∙ 인터넷 수업보다 훨씬 정감이
피드백이 신기하고 좋았음
해소
∙ 모바일 수업 흥미
∙ 1대 1 과제 제출이 편리
있음
∙ 단체방은 개인적인 얘기들이
∙ 수업 방식 신선하고 편리
∙ 비공개로 혼자 진행하는 느낌이
많아 불편
오히려 장점으로 자유롭게
퀴즈에 참여

Ⅴ.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정규 영어 과목의 과제 학습으로 특성과 기능이 다른 다양한 모바
일 앱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한 실험 연구이다.
둘째, 사이버대학에서 소크라티브를 영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후속 연구를 통해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콘텐츠 간
에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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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외국어(영어)영역에 나타난 make, get, take의
의미에 기초한 연어의 분석 연구
이규영, 양호숙, 안선경, 김희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테솔대학원)

Ⅰ.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Lewis는 L2 학습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휘의 문법적

기능 (function)이나 개념 (notion) 보다는 우리가 Collocation이라고 지칭하는 연속어휘 간의
연결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어기반의 어휘적 접근법을 통해 EFL 환경의
학습자들은 언어 학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교수자 들은 더욱 효과적인 교수.
학습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에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사실상의 총체적인 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이하 ‘수능’이라고 한다)이
의사소통기능 향상의 양상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고빈도 동사인 make, get, take를 중심으로 연어의 형태 및 진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7개년(2010-2016년)간 시행된 수능의 영어과목 문항을 분석하여
지무속에 담긴 의미갈래별 연어유형을 파악해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연어현상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연어학습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깨달아 보다 수월하게 영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첫째,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의 듣기와 독해지문에 나타난 make, get, take 동사의 연어 유형과
빈도수는 어떠한가?
둘째, 수능 외국어 영역 속 연어 유형은 실제 원어민들의 연어 유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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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코퍼스는 사전적 의미로 ‘말뭉치(Word Chunks)’를 뜻하지만 ‘any body of text’ (McEnergy와
Wilson(1996)),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말과 글을 컴퓨터 기반의 텍스트 형식으로 전자화한 자료
( Biber, Conrad, & Reppen, 1998; McEnery & Wilson, 2001 ) 등으로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

게 정의된다. 그러나 현재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코퍼스의 정의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데이터베이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코퍼스는 텍스트 속의 기본 어휘 목록, 어휘의
빈도(frequency), 어휘 색인, 연어 등 어휘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Lewis(1993)는 어휘 (lexis)가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 언어는 어휘화된 문법
( lexicalized grammar ) 이 아닌 문법화된 어휘 ( grammaticalized lexis ) 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므로 어휘적인 접근법을 통해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인지하고 실제적인 어휘 활용에 기반을
둔 연어 학습을 함으로써 암기 위주의 한정된 학습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Hill은 연어를 강도에 따라 분류했는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유형의 연어를 선택 혹은

무시할 것인지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원어민 화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중간 강도 결합의
연어가 어휘 학습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분석 수능 코퍼스 구축

코퍼스를 활용해 수능영어 듣기와 독해지문에 사용된 듣기를 포함한 수능 어휘를 분석하기 위
해 본 연구진는 2010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의 지문을 코퍼스로 구축하
였다. 총 7개년도 수능에 나타난 어절수(token: 텍스트에 실제 출현한 전체 단어의 수)는 48,337
개이다.

3.2. 분석 대상 어휘
분석 대상 어휘로는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빈도 동사(make, get, take, do,
have, etc.)중 중강연어로 교육적 함의가 높고 연구목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make,

get, tak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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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도구 및 절차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 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로는 AntConc 3.2.4w (윈도우용, Laurence
Anthony 개발) 와 의미갈래용 참조 사전으로는 Longman Dictionary online version (www.
ldoceonline.com)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제언
수능 코퍼스에서 make, get, take 와 주로 결합하는 연어의 형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갈래 및 공기하는 명사의 형태를 살펴본다. (표1.2.3.4.5.6.7.8.9)

4.1. make
표 1.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make 의 연도별 빈도 수
주요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

1. make + NP/pron.

13

6

4

13

9

12

8

65

51.18

2. make + NP+adj./p.p

7

3

5

3

2

2

-

22

17.32

3. make + NP + verb

2

3

2

2

-

5

2

16

12.60

4. make + NP + NP

2

-

1

1

-

-

1

5

3.94

5. be/get + made

-

-

-

-

-

2

2

4

3.15

6. phrasal verb

1

-

-

1

-

1

-

3

2.36

7. etc

2

2

-

3

1

1

3

12

9.45

27

14

12

23

12

23

16

127

100%

합 계

표 2.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make 의 의미갈래
의미갈래

예

빈도수

반영비율

make a request/
mistake/(an)amend

48

37.80

make it logical/it better/them excited

30

23.62

make a material/film/poster

15

11.81

4. cook

make a cake/pie/dinner

8

6.30

5. Force

make you start/this work/a bird disappear

8

6.30

6. succeed

make it

3

2.36

7. Achieve

victory/team

2

1.57

of making/
the making of

13

10.24

1. Do
2. Cause
3. Produce

8. etc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에 나타난 make, get, take의 의미에 기초한 연어의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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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make 와 결합하는 명사
No.

예

빈도수

per Mil.

No.

예

빈도수

per Mil.

1

decision

3

62.04

6

cake

2

41.36

2

mistake

3

62.04

7

judgement

2

41.36

3

amend

2

41.36

8

sense

2

41.36

4

money

2

41.36

9

request

2

41.36

5

change

2

41.36

10

choice

1

20.68

4.2. get
표 4.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get 의 연도별 빈도수
주요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 get + NP/Pro.

4

4

7

5

6

6

4

36

41.86

2. get + Prep.

1

1

1

1

5

1

2

12

13.95

3. get + P.P/Adj.

-

2

2

1

-

1

1

7

8.14

4. get + Adv.

1

1

-

1

-

3

-

6

6.98

5. get + NP + Adv

1

1

2

1

-

1

-

6

6.98

6. get + NP + P.P

-

-

1

-

1

1

1

4

4.65

7. get+ NP + NP

2

-

-

-

-

1

-

3

3.49

8. get+ NP + Adj

-

-

1

2

-

-

-

3

3.49

9. etc

-

3

2

1

2

1

-

9

10.46

9

12

16

12

14

15

8

86

100

합 계

%

표 5.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get 의 의미갈래
의미 갈래

예

빈도수

반영비율(%)

a heater/blanket/printer cartridge

14

16.28

something/present/call/goody

10

11.63

through/exercise/sleep

7

8.14

4. Bring

them back/first-aid kit/copy

7

8,14

5. Arrive

there/to the New York/the bank

7

8.14

6. Make st happen to sb/st

it repaired/project done/hair cut

6

6.98

feeling/better/worse/good/opinion/love

6

6.98

a result/radio playlist

5

5.81

1. Buy
2. Receive
3. Have/experience

7. Have a feeling/idea
8. Achieve

134

2016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9. Obtain

what you want/negative/material

3

3.49

10. Money

10% off

3

3.49

used to it/get in touch with

18

20.91

11. Etc.

표 6.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get 과 결합하는 명사
No.

예

빈도수

No.

예

빈도수

per Mil.

1

sleep

3

62.04

6

book

1

20.68

2

ticket

2

41.36

7

call

1

20.68

3

result

2

41.36

8

discount

1

20.68

4

pencil

2

41.36

9

exercise

1

20.68

5

something

2

41.36

10

feeling

1

20.68

per Mil.

4.3. take
표 7.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take 의 연도별 빈도수
주요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

1. take + NP

16

12

9

15

9

9

3

73

65.18

2 take + NP + prep.

2

8

1

4

4

5

1

25

22.32

3. take + prep

1

1

1

1

1

1

2

8

7.14

4. take+ Adv.

1

-

-

1

1

-

1

4

3.57

5. etc.

1

-

-

-

1

-

2

1.79

11

21

15

16

7

112

100

합 계

21

21

표 8. 수능 코퍼스에 사용된 take 의 의미갈래
의미 갈래

예

빈도수

반영비율(%)

1. Action

take action/a step/a look/walk

52

46.42

2. Time//Money/Effort

take 4 hours/week/year/a long time

14

12.50

3. Accept

take chances/risk/compliments / significance

11

9.82

4. Move

take her to amusement park
/the soil with them/ you to the hospital
your brother with

9

8.03

5. Study

take a class/lesson

8

7.14

6. Travel

take the plane/train/taxi/bus

6

5.35

7. Medicine/Drug

take the medicine

4

3.57

8. Remove

take us away from/take off

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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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st

take a test

2

1.79

10. Consider

take all of information into account
take it for granted

2

1.79

11. Write

take a note

2

1.79

표 9. 수능 코퍼스에 나타난 take 와 결합하는 명사
No.

예

빈도수

1

year/hour

12

248.25

6

risk

4

82.75

2

lesson/class

6

124.13.

7

look

3

62.06

3

it/this

5

103.44

8

medicine

3

62.06

4

flight

5

103.44

9

photo

3

62.06

5

place

4

82.75

10

approach

2

41.36

per Mil.

No.

예

빈도수

per Mil.

4.4. 시사점과 제언
본 연구는 2010-2016학년도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와 독해지문 속
의 고빈도 동사 make, get, take 를 중심으로 연어유형 및 빈도를 조사 후 그 의미갈래를 LDOCE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제시한 어휘 모두 ‘verb+NP’의 연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 탈 어휘화가 많이 나타난 make, take 와는 달리 주로 약 연어를 이룬 get 은 그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Phrasal verb의 출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어유형 면에
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get 뿐만 아니라 make, take 도 좀 더 폭넓은 유형의 출현이 요구된다.
수능영어 지문에 원어 코퍼스의 진정성 반영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LDOCE기준의 의미갈래로는
전반적인 의미가 골고루 반영된 get 을 제외하고는 출현빈도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Pedagogic
Corpus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능시험이 원어의 다양한 연어패턴을 도입하여 진정성 (Authenticity) 있는 자료로서 영어교과
과정의 실제적인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휘적 접근
(Lexical Approach)을 통해 제작된 교과서 및 모의평가 시행이 좀 더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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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제외’의미 표현의 통시적 분석
안 병 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byeongkil08@gntech.ac.kr

Ⅰ. 서 론
1.1 연구목적
a. 영어에서 ‘제외’의미 표현의 유형?
b. 영어 ‘제외’의미 표현의 문법적 범주(grammatical category)?
c. 영어 ‘제외’의미 표현 중 ‘except’의 통시적 변이과정은?
d. 시대별 문학 작품에 나타난 ‘제외’의미 표현의 분포 및 변이과정은?

1.2 연구의 범위

Ⅱ. 선행연구
2.1 안병길·김두식(2013) : 제외의미의 5가지 ‘but+전치사’구조 유형비교
(1) a. Tom went to the party, but his brother didn’t.
b. We’ve had nothing but trouble with this car.
c. I don’t think we will manage it. Still, we can but try.
d. ‘Let’s have no buts’, he said firmly. ‘You are coming’.
e.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2) a. I saw no friends but John at the party.
b. She’s not interested in anything but skiing.
c. We looked everywhere but in the shed.
d. He did nothing but cry.
e. We had no alternative but to fir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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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But-전치사’ + Y>
But-(For)
1. 출현
전치사의
종류
2.
전치사의
출현 여부
3. But의
문법적
지위

4. But의
의미

5.
전치사의
문법적
지위
6.
‘But-전치
사’의
문법적
지위
7.
‘but-전치
사’의 이동

8. 수정
E/S/P-조건

But-For1

But-For2

But-(Prep)

For 만

수의적

다양함

필수적

상관접속사

“with the exception of”

복합전치사
‘but for’의
일부

보문소

1) (-for)
상관접속사
2) (+for)
복합전치사

우연한
연쇄체로서
<상관
접속사 +
보문소>

복합전치사
‘but for’의
일부
1) “Were
it not for”
2) ‘with
the
exception
of’

수의적

필수적

상관 접속사

제외 부사

“with the exception of”

복합전치사
‘but for’의
일부

(Y와
연어관계를
이루는)
전치사

(X나 Y와
연어관계를
이루는)
전치사

복합전치사

우연한
연쇄체로서
<상관 접속사
+ 전치사>

우연한
연쇄체로서
<부사 +
전치사>

‘가정’의
의미로는
가능

불가
1) (-for)
E/S/P-조건
모두 지킴
2) (+for):
E/S-조건 만
지킴

But-Prep

모두 지킴

무시

불가

모두 지킴

E-조건 만
지킴

[도표 1: <X But-For Y> 구조의 종류별 특징과 차이]

(3) Type 1: <X ‘But-(For)’ Y>
There was no noise but (for) the sullen and persistent whirr of the ceiling
fans.
Type 2: <X ‘But-For1’ Y>
We have no hope but for things to stay as they are.
Type 3: <X But-For2 Y>
1) The work was now complete, but for a final coat of paint.
2) I would have been in real trouble but for you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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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X ‘But-(Prep)’ Y>
1) All this pain and suffering is for no one but (for) you.
2) You can even offer the best of them permanent part-time jobs, again
with no benefits but (with) a raise in pay.
Type 5: <X ‘But-Prep’ Y>
1) And there would be no memories but for adjectives. Memory is made of
adjectives.
2) Why? Like I was a slave to my past, with no hope but of repeating their
failure? I kept walking.
3) There is no dialogue but with myself.

2.2 Kai von Fintel(1993) : Exceptive Constructions
2.3 안병길·김두식(2014) : 영어 ‘except’의 문법범주에 대한 재고
(4) a. Combine all ingredients except <oil and chocolate>. (NP)
b. I didn’t care about anything else except <being> home. (동명사)
c. Stones have no hope except <to be> stones. (to-부정사)
d. Oh, he didn’t do any thing except <make> us feel good. (원형부정사)
e. You look kind of the same too, except <old and confused>.
f. You have not mentioned terrorists except <briefly>.
g. I was hardly ever alone with him, except <at church>.
구분
E/S/P-Conditions
문법범주
NP 앞
-ing
VP
to-Inf.
Ø-Inf.
PP
AdvP
AP
That-절
절
Wh-절
If-절

Except1

Except2

O
상관접속사
Yes
Yes
Yes
Yes
Yes
Yes
Yes

X
전치사 또는 부사
Yes/전치사
Yes/전치사??
Yes/??
Yes/??
Yes/부사
Yes/부사
Yes/??
Yes/전치사
Yes/부사
Yes/부사

Yes

[도표 2: except의 문법적 범주와 Y의 구조적 관계]

영어 ‘제외’의미 표현의 통시적 분석 ( 안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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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At first I saw <no thing> except <the glare of the sun> on the glass wall of the
museum. (+ NP)
b. I don’t know <what I thought I was doing really> except <getting> all the poison
out of my system. (+ Gerund)
c. And you have <no legal option> except <to let> them do that. (+to-inf.)
d. Oh, he didn’t do <any thing> except <Ø make> us feel good. (+Ø inf.)
e. They’re treated as annuals <every where> except <in the mildest parts of the
West>. (+PP)
f. The pilot stalled the aircraft due to an unrecognized, commanded reverse-thrust
condition that existed whenever the pilot’s throttle was <at any position> except
<fully forward>. (+AdvP)
g. Clarissa could think of <no thing> to say except <that she was so sorry>.
(+that-clause)
h. If you were even a schoolmaster. when did you last teach anybody <any thing>
except <how to get locked up>; don’t quarrel with me, Cara. (+wh-clause)

Ⅲ. 시대별 ‘except’의 변이
3.1 except의 기원
-Middle French excepter (12c) and Latin exceptus

-Middle English(1350-1400) : excepten
-Past participle of excipere “take out”(ex- “out” + capere “to take”)
-Meaning “to leave out” is 1510s.
-Excepted; excepting.
-Adjectival function led to use as a preposition, conjunction(late 14c)

3.2 시대별 분포
시대
작품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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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C

16C

17C

18C

19C 초

19C 후반

Hamlet

Paradise
Lost

Gulliver’s
Travels

Pride and
Prejudice

Wuthering
Heights

except(4)

except(8)
but for(2)

except(37)
but for(1)

except(13)
excepting(3)
except for(2)
but for(5)

except(28)
excepting(3)
except for(1)
but f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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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You cannot, sir, take from me any thing that I will more willingly part withal:

except my life, except my life, except my life.(Hamlet)

(7) a. but here In this enclosure wild, these Beasts among, Beholders rude, and
shallow to discerne Half what in thee is fair, one man except,
(PL VIII 542-544)
b. Happie, but for so happie ill secur’d 370
Long to continue, and this high seat your Heav’n
Ill fenc’t for Heav’n to keep out such a foe
As now is enterd;(PL IV)

(8) a. I heard a confused noise about me; but in the posture I lay, could see nothing

except the sky.(Gulliver’s Travels)
b. But for short conversations, a man may carry implements in his pockets, and
under his arms, enough to supply him; and in his house, he cannot be at a
loss.(Gulliver’s Travels)

(9) a. By Jane, this attention was received with the greatest pleasure, but Elizabeth still
saw superciliousness in their treatment of everybody, hardly excepting even her
sister, and could not like them; though their kindness to Jane, such as it was, had
a value as arising in all probability from the influence of their brother’s
admiration.
b. My kind friends will not hear of my returning till I am better. They insist also on
my seeing Mr. Jones−therefore do not be alarmed if you should hear of his
having been to me−and, excepting a sore throat and headache, there is not
much the matter with me.−Yours, etc.”
c. Except for the limited right of replacement or refund set forth in paragraph
1.F.3, this work is provided to you ...
d. It was gratitude; gratitude, not merely for having once loved her, but for loving
her still well enough to forgive all the petulance and acrimony of her manner in
rejecting him,

영어 ‘제외’의미 표현의 통시적 분석 ( 안병길 )

141

(10) a. The latter had never been under-drawn: its entire anatomy lay bare to an
inquiring eye, except where a frame of wood laden with oatcakes and clusters of
legs of beef, mutton, and ham, concealed it.
b. Excepting a few provincialisms of slight consequence, you have no marks of the
manners which I am habituated to consider as peculiar to your class.
c. Indeed, I shouldn’t have discovered that he had been there, except for the
disarrangement of the drapery about the corpse’s face, and for observing on the
floor a curl of light hair, fastened with a silver thread;
d. We might have got on tolerably, notwithstanding, but for two people − Miss
Cathy, and Joseph, the servant

3.3 1810-2000년 ‘except’의 통시적 변화
a) except

b) except for

c) excep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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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ut for

Ⅳ. 결 론
a) 영어에서 제외의미 표현은 시대별 다양한 발달과 변이 과정
b) ‘except’는 18C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19C 초에 다양한 표현으로 변이
c) ‘except for’는 20C에 발생빈도가 증가
d) 반대로, ‘excepting’은 발생빈도 감소
e) ‘except’는 문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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