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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and the Perceptions toward Online-Based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on EFL College
Students’ Writing
Yuhwa Lee Minkyung Kim
(Keimyung College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globalized world led L2 learners to acquire well-rounded language skills; receptive
skills such as reading and listening as well as productive skills such as speaking and writing
(Lee, 2016). With the introduc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communicating with English in spoken or written has been more
important than before.
In the early of 2020, the world started to suffer from COVID-19 pandemic. Due to the
social-distance regulation to avoid being infected one another, writing has been more often
and important than speaking. Therefore, education fields have emphasized the concept of
process-oriented writing rather than product-oriented writing, which consists of a series of
writing process and includes feedback process (Kim, 2015).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riting, the process-oriented writing approach focuses on
several feedback techniques; teacher feedback, peer feedback, and self-feedback (Nation,
2009).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aving peer feedback and spoken
feedback was not easy. Most of the university had to proceed to the online-based lectures
in that period, so online-based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were required to
implement in the writing classes.
Teacher feedback on the writing education has been the important element in improving
students’ writing skills and quality of writing product (Ferris & Hedgcook, 2005). Even
though there were some studies which mentioned the doubt of the effects on teacher
feedback, it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on students’ writing improvement (Ferris,
1997; Hyland, 1998). However, in a large class, it is difficult for the teacher to provide
feedback for all the students and all the writing assignments. In this situation of not
applying for peer feedback activities, students’ self-feedback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checking errors on their own writings.
Until now, several studies to compare teacher feedback and peer feedback has been
conducted, but little research on comparing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has been
interested in the writing clas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these two
1

feedbacks,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affect students’ English writing and how
students perceive these online-based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which one is more preferabl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affect students’ English writing in the
process-oriented writing?
2. What types of revision do students use from both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3. How do EFL students perceive online-based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during
COVID-19 period?

II. Literature Review
2.1 Process Approach and Feedback
2.1.1 Teacher Feedback
The process-oriented writing approach has three main phases; planning, writing, and
reviewing (Hayes, 1996; Raimes, 1983). In the reviewing step, writers receive feedback
toward their first draft from the teacher and then they revise it more correctly. Early
research on teacher feedback had been reported about its negative perspectives such as a
teacher’s indecipherable hand-writing or inappropriate comments, leading to learners’
confusion (Sommers, 1981). According to Zamel (1985), teachers’ feedback which is focused
on formal errors rather than meaning of students’ actual ideas is reported to hinder learners’
writing development. Besides, Conner and Lunsford (1993) argued that the teacher in the
process of feedback tends to ignore the student’s right on their own writing and their
feedbacks are too straightforward to de-motivate writers.
However, the shift from product-oriented to process-oriented paradigm has influenced the
perspectives of teacher feedback. Teacher feedback is an essential factor to develop learners’
writing skills (Ferris, 1997; Hyland, 1998). Previous studies on the advantages of teacher
feedback mentioned that most student writers not only preferred being provided feedback
from the teacher who had specialty on writing but also had a higher reliability on the
teachers (Ruegg, 2015; Tsui & Ng, 2000).
Despit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acher feedback, much time and effort is needed
for one teacher to handle the majority of students’ writing in a larger class (Truscott, 2007).
In fact, this burden led to the lack of the amount of feedback and the lower quality of
writing. Therefore, other alternatives of teacher feedback are peer feedback and
self-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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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feedback is applied for this study instead of peer feedback.

2.1.2 Self-Feedback
Self-feedback is to get feedback from the learners themselves (Nation, 2019). Nation
(2019) mentioned the use of self-feedback or self-assessment encourages metacognitive
awareness of the writing process and the qualities of good writing. Compared to teacher
feedback and peer feedback, self-feedback is not widely studied yet. Self-feedback is
considered to help writers become independent as they learn to critically evaluate their own
writing (Beaven, 1977). Self-feedback is most often conducted by students filling out a
checklist or using a self-rating scale or responding to a series of open-ended questions on
their first writing drafts (Beaven, 1977).
As mentioned above,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ntrasted the effectiveness of teacher
and peer feedback at all instructional levels. Some of the studie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writing ability between two feedbacks, while others reported that
one of them had higher gains compared to the other feedback.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which feedback is better or not.

2.2 Previous Studies on Feedback
Because of the length limit, the summery of feedback research will be presented during the
conference.

III. Methods
3.1 Participant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90 senior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in
a junior college of D metropolitan city. They enrolled in a two-credit course entitled “Police
English Composition Class”. This class is designed for second-grade students who need
development of writing skills, including reading skills. The researcher was the instructor of
this course. Since this course is a two-credit class, this class lasts a two-hour lesson once
in a week. Due to COVID-19 pandemic, the class had to proceed via online in the spring
semester of 2020. The objectives of the course was to build students’ English writing ability,
developing English vocabulary, grammar,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For this course, the
textbook called “STEP-BY-STEP WRITING”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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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online-based teacher feedback and
self-feedback in the process-oriented writing approach during COVID-19 pandemic period
and the EFL students’ perceptions and preference of both feedbacks. For this study, 90 senior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in junior college participated. The score of their
essays was compared by Holst (1993)’s Writing Rubric and analyzed by Faigley and Witte
(1981)’s Taxonomy of Revision. Moreover, pre-and post survey with open-ended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re was higher improvement of
writing from teacher feedback than from self-feedback. There were more surface changes
than meaning changes from both feedbacks. The result of survey shows that stud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toward teacher feedback than self-feedback. Despite providing
checklist for self-feedback online, students did not revise as much as they marked on
checklist. Furthermore, future feedback use in an EFL writing class seems to relate to the
teacher’s role to make a proper writing environment and to enhance students’ writing
improvement.
This is an ongoing research. Therefore, methods and finding parts will be presented during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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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민영화에 따른 여성 억압: 『복수자의 비극』을 중심으로
조 재 희
(경북대학교)

I
복수자의 비극(The Revenger’s Tragedy)(1607)은 토마스 미들턴(Thomas Middleton)의 극작
품으로서 스페인 비극(The Spanish Tragedy)(1585), 햄릿(Hamlet)(1601)과 더불어 복수 비극
으로 분류가 되어왔다. 주로 “복수자의 비극은 타락한 궁정의 모습과 복수자의 잔인한 복수 과
정에 맞춰져있다”(강석주 1). 쥬디스 하버(Judith Harber)는 이 극이 “가부장제의 여성혐오와 성
적인 구도”(the structures of misogyny and the erotics of patriarchy)를 띠고 있다고 한다(61).
이러한 주제의 해석과 더불어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타락한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빈디
체(Vindice)의 복수 행위에 초점을 두거나 빈디체의 복수를 당대의 성적 타락과 연관지워 해석
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룬다.1) 필자는 빈디체의 복수가 아니라 당시 가정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
회적 담론의 차원에서 행해진 여성의 억압과 그것의 의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혜경은 “여자들은 남자의 자산으로 여겨져서 재정적이거나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 결혼시장
에서 거래되는가 하면 아버지나 남편의 명예의 상징으로서 대상화되는 등 이 시대의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에는 가부장제의 구조와 성 불평등문화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투영된다”(587)고 주장
한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에서 빈디체는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감시하기 위해 속임수와 거
짓을 행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빈디체는 음탕한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보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자신의 죄와 잘못은 보지 못하는”(강석주 8) 오류를 범한다. 가족의 여성을 사악한
매수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남성이 여성을 늘 감시해야하며 그녀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대초기의 가정교육 매뉴얼과 교회지침이나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Chris McMahon 112; Lloyd Davis 10-11) 빈디체 또한 가족의 여성들을 감시 감독하게 된다.
복수자의 비극은 두 개의 플롯으로 구성된다. 첫째, 빈디체가 공작에게 살해당한 자신의 약
혼녀인 글로리아나(Gloriana)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 둘째, 빈디체의 여동생이 자신의 계략(매
춘)에 넘어가는 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공작을 포함한 공작의 가족들에 대한 빈디체의 복수가
주를 이루지만 빈디체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 관객들은 제임스 1
세 당시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심리적 태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영국 근대초기의 사회적 경제

1) 강석주 ｢복수자의 비극—조롱과 환멸의 정치학｣, 이혜경 ｢햄릿과 복수자의 비극에 나타난 여성의
성(sexuality)｣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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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으로 인해 가정의 남성은 어머니와 여성에 대한 불신과 정조의 가치를 점검하는 환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 다임프나 캘라한(Dympna Callaghan)은 영국의 중앙집권의 과정에서 권력을
소유했던 소수의 특권 귀족층에 의해서 가부장제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15). 이와 더불어 스
튜어트 왕조의 왕권 강화, 가부장질서의 기강 강화에 몰두. 도시인구 폭발, 음식가격 폭등, 역병
창궐, 사회적 문제, 제조업 발달, 교역을 통한 경제적 발전, 계급의 이동. 사치규제법, 등의 문제
는 가정에서의 여성사치와 경제 감시로 이어졌다(Hackett Fischer 72-73: Jonathan Williams
167-68).
가정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분위기는 당시의 행동 규범 서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윌리엄 가우지(William Gouge)의 가정의 의무(Domesticall Duties)(1622), 존 스톡우드(
John

Stockwood)의

부모를

위한

바르톨로메오의

선물(A

Bartholomew

Fairing

for

Parents)(1589), 존 도드(John Dod)와 로버트 클리버(Robert Cleaver)의 가정 운영의 좋은 형
식(A Godlie Forme of Householde Government)(1598), 토마스 카터(Thomas Carter)의 카터의
기독교 연방(Carter’s Christian Commonwealth)(1627), 더들리 페너(Dudley Fenner)의 가정의
질서(The Order of Household)(1584)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생활에서 준수하고 이행해야할 가
정규범을 여러 측면에서 밝혀두었다.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하는 다양한 행동 방식과 어
머니의 권위 하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별 스토리도 나온다.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복종
을 하라는 점에서는 부모의 입지가 동등해 보이지만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취약함이 부각된다.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에서는 아버지의 관여를 절대적으로 강조
했다. 가족은 “자가 밀폐된 정치 단위”(self-enclosed political unit)로 간주되었다. 신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 경영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과 가족의 명예가 강조되었다(Jennifer Panek 417 재인
용).
영국 근대초기의 가정용 소책자와 정치적 논문이나 행동지침서, 및 설교에서는 가정과 국가가
“경제”체로 묶여져 있다고 보았다. 가족을 독립적인 사회 단위로 보려는 “민영화”(privatising)을
통해 가족과 국가를 재구축해 두 조직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재정과 감독과 같은 가정
에서의 실천이 가정용 소책자와 설교에서 이론화되었다. 잘 통치된 국가는 잘 통치된 가족을 구
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산이나 감독과 같은 가정의 관행이 가정용 소책자와 설교에서 이론
화되었다. 국가 조직의 개념은 정치인, 목사 및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텍
스트들은 명백하게 규범적이고, 자식이나 부부, 시민에게 종교적 복종을 충고했다(McMahon
2-3). 이는 곧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규범이 가정의 성 불평등에 기여한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16-17세기 근대초기의 영국에서는 가정의 민영화에 중점을 둔 가정생활의 실천이나 담론이 부
상하던 차였다. 가정을 별개의 경제체로 간주했다. 전통적 사회에서의 경제개념은 전복되어 자본
주의 전 단계인 프로테스탄트 사회체제로 변화중이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적 단위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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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최고의 규율 장소로 선전되었다(Wendy Wall 1). 경제와 규율을 두루 갖춰야만 했던 영국
근대초기 가정의 남성은 빈디체처럼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선 더더욱 어머니와 여동생의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다. 가정의 명예는 가정의 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복수자의 비극의 빈디체가 자신의 가정관리라는 명분하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에게 가했던 가부장적 상징폭력2)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영국 근대초기 가족의 남성이 가족의
일원인 여성을 자본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데서 나오는 심리적 억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폭력의 단면을 재현한 극작가 미들턴의 극작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
필자는 영국 근대초기 가정관리에서 보여진 자유로운 특성을 가정의 자율성3)이라기보다는 가
정의 민영화(privatisation)라는 어휘로 표현하고자 한다. 맥마혼은 시민사회에서 일어났던 객관적
사회역사적 과정이 오늘날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211). 필자는 맥마혼의 가정의 민영화라는 표현을 빌려서 근대초기 영국의 가부장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상징폭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용 책자 등에서도 기록이 되었던 바와 같이
명예는 가족의 사회적 관계, 사업 전망, 결혼의 기회, 유산의 유형 및 부채의 관리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좋은 명예는 상징자본으로 이어진다. 상징자본은 명예와 관련 있
기에 가족을 감시하는 것은 상징자본을 지키는 것에 포함된다. 상징자본은 “언어와 권력 간의 관
계에 천착한”(권오숙 599) 부르디외의 이론이다. 부르디외의 자본은 경제자본(돈, 재산권), 문화
자본(지식, 학위), 사회자본(관계, 집단의 구성원), 상징자본(명예, 명성, 지위)으로 나뉜다. 상징
자본은 앞의 세 자본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The Forms” 241-58).4)
언급된 자본은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장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적용되어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 아내에게는 종교적 복종을 강요하고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내
심 발휘이나 관용 베풀기를 요하는 가정환경에선 국가나 교회 더 나아가 이웃사람들의 관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빈디체의 가정은 장남인 빈디체에게 이러한 자율성의 가정관
리가 주어진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빈디체는 가족의 명예를 지켜냄으로써 가부장제

2)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주장하는 상징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피지배자로부터 충성
심, 의무, 신뢰, 명예로운 미덕이 자발적으로 발휘되도록 그들에게 부드럽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The Logic 127).
3) 앤토니 벅스튼(Antony Buxton)은 가정에 주어진 자유를 자율성으로 표현하며 가정의 경제적 압박은
각 가정에서 해결했다고 서술함(73).
4) 책에선 자본이 각 제목별로 241페이지에서 258페이지에까지 설명된다. 필자가 책에서 자본설명에 대한
각각의 제목들을 모아 인용 요약한 탓으로 설명내용이 짧다.
가정의 민영화에 따른 여성 억압: 복수자의 비극을 중심으로 ( 조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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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질서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려한다. 특히 그는 어머니로 하여금 여동생을 매춘시키려 하는
일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한다. 이로 인해 빈디체의 사적인 가족은 갈등을 겪게 된다.
1막 1장에서 빈디체는 그의 어머니에게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장
례식 후 사는 게 힘들었으며 공작으로 인해 아버지가 불명예를 겪다가 돌아가신 얘기를 언급한
다. 어머니가 이에 “아버지는 너무나 현명하셔서 당신의 생각을 내게 털어 놓지 않으셨어”
(1.1.130)라고 말을 하자 빈디체는 “아내들이란 단지 동침하고 밥을 먹이기 위해 있어야 한
다”(1.1.132)라며 어머니의 말에 시니컬하게 마음속으로 반응한다. 빈디체는 당시 가정이나 사회
에서 표방되었던 여성들의 심리적 약함을 드러내며 어머니에게 못마땅해 한다. 빈디체의 불만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상징질서를 암시한다.
빈디체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약혼녀를 살해한 공작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아토(Piato)라는 인물로 변장한다. 공작의 가정에선 막내아들(Junior Brother)이 안토니오 부인
을 강간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 공작의 집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때 동생 히폴리토
(Hippolito)의 주선으로 빈디체는 공작의 맏아들인 루쑤리오소(Lussurioso)의 보좌관으로 발탁되
려고 노력한다. 빈디체는 루쑤리오소에게 자신의 전직이 뚜쟁이였다고 과장해 말하며 그의 마음
을 얻으려 한다. 뚜쟁이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루쑤리오소 앞에서 과시하는 데에서 빈디체는 여성
과 가정경제의 관리가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말을 한다(1.3.49-53).
빈디체는 “악당들과 바보로 나누어진 세상”(2.2.5)에서 악당을 대신해 바보짓을 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을 어리석은 이와 순진한 이로 구분해 자신이 순진한 이들에게 어리석
은 짓 즉, 매춘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진한 이들이 그들의 도덕적 타락(매춘)으로 경제
적 손실을 봐왔음도 말한다. 불법적인 성적 거래로 그들의 재산은 사생아와 같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음을 말한다. 그러나 빈디체가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역설
적으로 여성들이 돈에 약하다는 것이며 자신을 상품화하여 매춘 행위를 한다는 말에 방점을 둔
다.
가부장제의 체화된 행위와 사고인 아비튀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빈디체는 여성의 성을 경제의
개념과 연관 짓는다. 16-17세기 근대초기 영국 교역의 경제성장으로 여성은 소비자로서 뿐 아니
라

물건으로도

상징화되었다(karen

Newman

183).

보드리야르

또한

“여성으로서의

대

상”(object-as-woman)개념을 사용했으며, 마르크스는 “여성으로서의 대상”의 관점에서 상품교환
을 개념화했다(Newman 재인용 183). 교환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성 개념은 계속 이어진다. 2막 1
장에서 빈디체는 변장을 하고 여동생인 카스티자(Castiza)에게 공작의 아들과 매춘을 중개하러
가는데, 그의 방문을 받기 전 카스티자는 자신이 처한 신분의 한계를 한탄한다(2.1.1-5).
여동생 카스티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의 가난한 여성의 약한 입지를 걱정한다. 그녀는
유혹자들의 성적 거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내면화시킨다. 자코비안 시대 런

8

2021년 신영어영문학회 하계학술대회

던의 담론에서는 여성이 소비자와 소비재로 재현되었다. 물건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성적 이용가
능성과 연결된다. 16-17세기에 결혼 설교, 행동 규범서적, 극이나 발레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
서 여성의 욕망을 재현하는 곳에선 성과 경제가 혼용된다. 여성의 욕망이 돈으로 평가되는 일은
다양한 곳에서 재현되었지만, 당시 중산층의 여성이 계급이 높은 남성들의 유혹을 견디어내야 했
던 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Newman 184).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가난한 가문의 카스티자
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는 일은 당연하다.
카스티자가 염려했던 유혹자의 이야기는 결국 현실화된다. 빈디체는 루쑤리오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의 모든 욕망은 /궁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처녀에게 향해
있는데”(1.3.89-90)라며 빈디체 여동생에 대한 욕망을 내비친다. 카스티자가 내면화시킨 ‘천한’ 자
신의 신분은 루쑤리오소가 “그녀의 가문과 재산인 지참금은/ 모두 너무나 별 볼 일이 없어서-없
는 게 나을 정로라니까”(1.3.101-02)라고 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카스티자 본인도 가난한 집의 처
녀가 유혹에 시달린다고 인정했듯이 루쑤리오소 또한 신분적 재산적 한계를 가진 여성을 매춘으
로 이용하고자 한다. 말피의 공작부인(Duchess of Malfi)에서 보졸라(Bosola)가 “더 많은 여자
들이 더 비싼 보상을 위해 그 짓을 하지요”(2,2,13-14)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들이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성적관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루쑤리오소는 계속해서 여성의 성 상품화에 관한 말
을 이어간다(1.3. 113-17).
‘그녀가 지닌 정숙함을 빼앗도록 해’라는 말은 파산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즉 정조의 상실을
파산에 비유한 셈이다. 정절은 가치 있는 ‘돈더미’에 비유되며 ‘다 써버리도록 유도하라는’말은 소
유의 가치 의미를 함유한다. 이러한 루쑤리오소의 말을 통해 관객은 여성의 성이 소비의 개념으
로 파악되고 있는 당대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즉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상품이 된다. 결
혼 시장에서 정조의 가치는 부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었는데 부채를 빌미로 여성의 정조가 요
구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McMahon 39). 정조(처녀성)가 최고의 교환가치를 증명할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설명된다.
여성을 돈과 동등하게 보는 심리적 과정이 앞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처녀성은 가정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결혼을 보장하는 독보적인 특성을 가진다. 은밀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여성은 가정
의 상징적 자본을 훼손시킨 인물이 된다. 가정 관리의 주요 대상인 딸들의 “미덕”은 가족 번영의
상징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 개념의 상징 질서는 가족과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재생산된다. 빈디체 또한 높은 가치의 성 개념을 복수자의 비극에서 사회와 공모한다. 카스티
자의 명예인 그녀의 정조는 오빠로부터 유혹을 받게 된다. 루이스 비베스(Luis Vives)는 당시 젊
은 여성들이 난봉꾼이나 부적절한 구혼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접촉을 최소한
으로 제한했다고 기술한다(110-11). 여성의 명예와 가족 남성들의 명예 둘 다 중요했기 때문이
다. 아내와 딸들이 공공장소에서 명예롭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며 그들을 감시하는 게 남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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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의무였다.
피터 스텔리브래스(Peter Stallybrass)는 근대초기의 여성들은 말과 정조, 그리고 가정의 영역에
서 남성으로부터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patrichal” 126). 이러한 맥락에서 빈디체는 자신의 가정
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감시한다. 스텔리브래스의 표현대로 빈디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없다면 여동생이라는 상징 자본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녀의 “정조는 수정으로
된 탑이라”(4.4.152)라는 카스티자의 말대로 그녀는 가정에서 침범할 수 없는 경계의 상징으로
구축된다(“Reading” 131). 그러므로 카스티자인 가정의 상징자본은 절대적으로 감시를 받아야한
다.
빈디체는 루쑤리오소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욕정이 있음을 알게 되고 많이 놀라워한다. 여동생
이 정숙하고 꼿꼿하다면 그녀의 어머니에게 딸의 포주 노릇을 시키게 하라는 루쑤리오소의 말에
빈디체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때만 하더라도 빈디체는 순수한 구석이 있어 보인
다. 이에 루쑤리오소는 “이제 보니 너도 여자라는 심오한 수수께끼에선 풋내기로구나.../ 요즘엔
그게 특별한 것도 없는 일이란다. /요즘 뚜쟁이란 이름은 나이 많은 어머니들과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어서 어머니들의 4분의 3은 퇴색됐지.”(1.3.153-57)라고 말한다. 빈디체는 루쑤리오소의
말에 분노하며 그가 공작의 계승자가 되지 못하도록 복수할 것이라 맹세한다. 또한 빈디체는 이
참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시험해 보는 것이 비열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을 얻기도
한다. 마침내 빈디체는 변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해 우선 카스티자에게 공작의 아들로부
터 왔다는 말을 했다. 카스티자는 자신의 분노를 담아 빈디체에게 따귀를 한 대 친다. 이러한 그
녀의 모습에 빈디체는 “이건 내 코가 가까이 해 본 것들 중 가장 기분 좋은 따귀로군”(2.1.41)하
며 이러한 행동에서 여동생의 순결과 그녀의 굳은 신념을 입증 받게 된다. 스탤리브래스는 극이
여성(여동생)의 정조에 대한 미덕을 밝히려 하는 점과 기만적인 여성들에 대한 과도함을 반복하
고 있음을 지적했다(“Reading” 129). 빈디체는 여동생의 미덕을 밝히려는 심리를 넘어 여동생에
대한 정조 집착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빈디체는 루쑤리오소가 사용한 ‘어머니’, ‘뚜쟁이’의 표현대로 어머니를 집요하게 공격한
다. 빈디체는 “만약 당신이 딸에게 준 욕정을 지금도 지니고 있다면 말이죠./ 행운의 수레바퀴가
지금 따님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당신의 딸을 원하셨다는 거죠-”(2.1.79-70,73)
라며 어머니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작전에 들어간다. ‘당신의 딸’인 카스티자는 아버지나 남성 보
호자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되는 혼란에서 나오는 두려움(Panek 422)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빈디체가 가정의 상징 자본인 여동생의 정조를 관리하는 태도는 강박적이다 못해 폭군과도 같
은 분위기를 띤다. 빈디체와 그의 남동생은 그들의 가정을 감독하는데 몰두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아래 빈디체는 변장을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타락을 막으려 그들을 시험한다. 가족
의 감시는 가장인 빈디체의 책임이다. 이들은 테오도르 레인완드(Theodore Leinwand)가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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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징적 규모를 가진 “신용 경제”(credit economy)로 설명되었던 곳에 살았다(Theatre
Finance 13).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감독, 규율, 및
교육은 신을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가정의 가장에게도 이익이 되었다. 그러한 가정으로 구성된
한 국가는 강하고 번창하며 경의로 왔다(McMahon 34). 빈디체 또한 신과 가정 및 국가의 이익
을 위한 명분하에 여동생을 감독한다. 여동생이 공작의 애인이 되도록 어머니를 계속 언어적으로
공격한다(2.1.77-83).
어머니를 향한 아들 빈디체의 과도한 언어표현에 대해 이혜경은 “빈디스가 뚜쟁이로 위장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정절을 시험하는 장면은 여성이 물질과 성의 유혹에 쉽게 동요하는
약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여성들에게 경고하
고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603)고 해석한다. 빈디체에게 이러한 여성에 대한 경고와 주
의 환기는 강도가 약하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설득은 가정의 경제관리차원에서 나오는 불안이
반영된 상황이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감시 감독은 강박에 가까워진다. 급기야 여성의 성적 거래
가 보편화된 일임을 주장하면서 어머니가 속아 넘어오도록 집요하게 설득한다.(2.1. 86-89)
빈디체는 어머니가 딸로 하여금 매춘을 하도록 시키게 한다. 세상의 타락을 이유로 여성의 성
적 거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어머니에게 악행을 유도한다. 빈디체의 “부정의 히스테
리”(hysteria of negation)(Stallybrass “Reading” 139)심리가 작동한다. “따님은 당신을 부자로 만
드는 게 당연해요.”(2.1.102)라는 빈디체의 말에 그라치아나는 “나한테 너무 강한 유혹이야./ 여
자들을 아는 남자들은 우리가 자기들 말에 넘어갈 만큼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2.1.106-07)라며
그의 말에 압도된다. 결국 “딸의 타락으로 어머니의 머리가 올라간다./... 악한 것은 부끄러운 일

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니까요.”(2.1.115. 118)라는 빈디체의 말에 위안을 얻고 그가 건네준 돈에
“우리 여자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게네요,/ 이 돈은 우리들의 애정을 지배하는 수단이
죠.”(2.1.123-24)라며 희소성이 큰 상품인 딸을 화폐로 교환하는데 동참한다. 하지만 잠시 “너희
를 위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지는구나!”(2.1.128)라며 어머니로서 일말의
양심을 느끼는 듯한 말을 한다.
자본의 형식을 띤 상징자본인 카스티자의 정절은 시험대에 오른다. 공작의 부정한 편지를 받
았다고 한 딸에게 그라치아나는 “처녀성이란 낙원을 자물쇠로 채워 놓지./ 대가 없이 너 혼자서
는 도달 할 수 없어,”(2.1.157-58)라며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를 지켜보던 빈디체는 어머
니의 말에 실망한 카스티자의 태도에 흡족하면서도 모녀의 갈등을 불편해 한다. 하지만 카스티자
에게 “순결이 뭐죠?/... 다른 여자들이 수천 명한테 몸을 던질 때,/ 당신은 한 명한테만 던지면 돼
요”(2.1.182. 190)라며 카스티자를 유혹한다. 끝까지 어머니에게 부정하고 저항하는 카스티자에게
“오 천사들이여,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펴서/ 이 처녀에게 수정 같은 찬사를 보내주세요!”
(2.1.245-46)하며 속으로 기뻐한다. 뚜쟁이로서 변장하고 나타나 여동생과 어머니를 시험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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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는 오빠로선 자기 모순적인 발언이다. 즉 “가장의 부재 시 부권이 모성의 보호와 권위로 이
전되는 데 대한 불안과 우려”(이혜경 603)의 심리가 빈디체의 가족 경제에 대한 강박과 결합되
어 반영되었다.
가부장제가 우려했던 모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계속된다. 빈디체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쯤 어머니가 창녀처럼 몸을 팔라고 동생을 설득했을까 싶어 걱정이
돼.”(2.2.98-99)라 말하며 여동생의 정조를 지킬 것을 각오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매춘의 일을 시
키려했던 혹은 그러한 모티브가 있었던 극으로는 복수자의 비극 외에도 미친 세상(Mad
World), 여성은 여성을 경계 한다(Women Beware Women)가 있다.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증오
는 곧 폭력으로 표현된다. 3막 5장에서 글로리아나의 해골에 독을 묻어서 공작에게 키스하도록
한 후 빈디체는 공작을 독살시킨다. 복수를 마친 후 히폴리토와 빈디체는 집으로 와 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사기를 쳐서 어머니란 호칭을 뺏었잖아요../ 어머니란 저 껍데기 안에
뚜쟁이를 키웠으니까요.”(4.4.9-10)라며 그녀를 비난한다. 어머니 상담(The Mother Counsell)
(1631)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어머니는 딸의 정조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Panek 재인용).
그러므로 이는 그라치아나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아들들의 감시 결과인 셈이다. 결국
그라치아나의 눈물어린 회개와 반성으로 아들들은 그녀를 용서하게 된다.
빈디체는 여동생이 “은실로 짠 천을 두른 권위 있는”(4.4.71)매춘부가 될 뻔했다며 “정숙한 여
자들을 좀처럼 만날 수 없으니,/ 얼마 안 되는 정숙한 여자들은 진실한 여자들을 아껴 줘야
해.”(4.4.59-60)라며 그녀의 미덕을 칭송한다. 여기에서도 그는 시장의 경제원리에 비추어 여동생
의 정조에 가치를 매기는 심리를 투영한다. 그는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 물건의 가치와 그것의 전
유능력이 달라진다는 자본의 차이를 드러낸다.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는 아들로서 여동생
의 상징자본을 지켜냈다는 데 자기만족을 느끼고선 자신의 남은 복수를 위해 집을 나선다. 빈디
체는 가치로 매겨지는 가정의 명예를 지키고자 여성가족에게 “sado-masochistic”(가학-피학적인)
(이혜경 595; Wigler 221)성향을 보인 점도 없지 않다. 빈디체는 결국 가족을 희생시킴으로써 가
정의 경제를 지켜나가려 했던 한계를 보인다.

III
지금까지 복수자의 비극에 나타난 가족의 민영화에 따른 여성의 억압을 살펴보았다. 16-17
세기 근대초기의 스튜어트 왕조에서의 왕권 강화라든가 가부장질서의 기강 강화에 따른 문제에
서부터 인구증가, 가격 폭등, 전염병, 교역,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종교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이
르기까지 영국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는 여러 사회적 담론에서 가정을 독
립적인 경제 단위로 간주하게 된다. 가정살림의 민영화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의 사치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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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게 된다. 가족의 통치가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명예와 같은 상
징자본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가족의 자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남성 중심의 가
부장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가정의 여성에 대한 정조는 큰 의미를 가지는 자산이다. 가정의 여
성을 잘 감독 관리하는 것은 경제개념에 기반을 둔 생각에 기인한다. 영국이 1622년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던(Woodbridge 8)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16-17세기에 돈이나 가정, 관리 경
영, 및 개인 간에 유발되었던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가정의 가부장적 상징질서를 앞세우는 빈디체는 어머니 글로리아나와 여동생 카스티자를 시험
에 들게 하고 이들에게 상징폭력을 행사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매춘을 강요하게 만들어 모녀의
갈등을 조성하고 그들을 감시 감독한다. 여동생의 정조가 명예가 되도록 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
려는데 혈안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여성의 성적 교환인 매춘에 대한 대가
를 평하는 언어적 폭력을 가한다. 빈디체의 언어는 부정의 히스테리로 차있으며 강박적이다. 어
머니에게는 딸의 포주 노릇을 시키게 해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시험하고 아버지의 부재로 자신의
천한 신분을 내면화시킨 여동생에게는 매춘을 하라고 그녀를 시험하는 행위는 가족인 남성의 폭
력이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에는 가족 경제에 대한 빈디체의 강박 또한 투영되었다. 영국 근대초
기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온 가정의 민영화로 인해 빈디체는 약혼자의 살인
자인 공작에 대한 복수와 더불어 자신의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관리 감독한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적용된 가부장제 사회 탓으로 빈디체는 가족의 명예인 여성의 정조를 물신화하며
속임수와 거짓 행위로 가족을 감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빈디체는 자기 부정이나 자기 모순적
심리를 보이며 결국 자기만족의 감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는 가부장제 상징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가부장적 여성의 성을 제어하려는 데 초점을 둔 극은 햄릿이나 말피의 공작부인 도 있다.
오필리아(Ophelia)의 오빠나 공작부인의 오빠들과는 달리 빈디체는 가정 경제에서 큰 자산으로
간주되는 여동생의 정조를 상징자본으로 여긴 것이다. 빈디체는 가부장제의 상징질서를 재생산하
는데 공모했을 뿐 아니라 가정의 여성들에게 상징적 폭력을 가하는데도 가담했다. 미들턴은 복
수자의 비극에서 빈디체 가부장 가정의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상징폭력을 재현했다. 16-17세기 영국 근대초기 가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성에 대한 상징
자본과 상징폭력의 주제는 21세기의 미디어인 넷플릭스(Netfilx)에서 상영 중인 <브리저
튼>(Bridgerton)에서도 여전히 전유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상징자본과 상징폭력의
주제는 미들턴의 극에서 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비판과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가정의 민영화에 따른 여성 억압: 복수자의 비극을 중심으로 ( 조재희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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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서 EMI와 NES/NNES
류 현 주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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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서 EMI와 NES/NNES ( 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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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서 EMI와 NES/NNES ( 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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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서 EMI와 NES/NNES ( 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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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RNRs:
Korean vs. American Hotels
안 병 길
(국립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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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RNRs:
Korean vs. American Hotels ( 안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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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RNRs:
Korean vs. American Hotels ( 안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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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RNRs:
Korean vs. American Hotels ( 안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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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RNRs:
Korean vs. American Hotels ( 안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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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추장 연설문』(Indian Oratory)에 나타난 공동체 인식
김 향 숙
(계명대학교)

I
1620년 필그림 파더스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하기 전 북미 대륙은 여러 부족의 토착민인 인디언
들이 조상대대로 삶을 일구어 자신만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신앙을 전승해 나가는 평화가 깃든
곳이었다. 그러나 백인 이주민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면서 초기에 소수 백인들과의 관계에서 보였
던 상호 신뢰보다 인디언의 불안감은 증폭되어 갔다. 인디언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문명화된 무
기와 생활도구를 갖춘 백인들이 자신의 땅을 넓혀 갈수록 원주민 인디언은 그들이 살던 곳을 포
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토를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
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던 지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
고 있었고 자신들이 거부하는 땅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소우 의식은 인디언 부
족 간의 관계, 특히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사냥터를 침범하는 경우에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대지는 모든 인디언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인디언들은 땅을 단순히 땅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 대지로 공경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즉 개인이나 어떤 부족이 단 한 뼘이라도 땅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땅은 인디언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개인이 차지 할 수 공동체의 소유였
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 부족의 법률은 땅을 경작하
는 구성원의 점유권과 땅에 대한 개발권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땅을 사용하지 않
을 경우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다시 부족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형태의 소유권 제도 아
래에서 인디언들은 오랜 세월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번영을 누려왔던 것이다. 인디언들이 여러 부
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 같은 공동체 신념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백인들의 정착을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했던 것이다. 백인들이 인디언의 땅을 빼앗기 시작했을 때, 인디언들은 백인들
이 땅을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나 백인들이 땅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디언의 사고로는 오랜 기간 지켜왔던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땅을 남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거주 지역이 더 확장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각 백인들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격렬한 싸움
을 전개해야 했다. 백인들이 인디언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디언의 영토를 더
많이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때때로 인디언들은 우호적으로 협상에 대응하기도 했으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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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로부터 땅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고 결국 살기 어려운 지역들로 이동을 해야 했다. 인디언들
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 왔기 때문에 이동해 간 지역에서 생존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인과의 전투가 계속될수록 백인이주민들과 군인들의 수
는 점점 늘어만 갔고 연발기관총과 대포까지 동반한 백인들의 강력한 신식무기 앞에서 인디언들
은 점멸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이 같은 멸족 위기에 처한 인디언들의 문화와 종교 및 관습과 가치관이 재조명받고 있
다. 오랜 세월 동안 ‘호전적인 야만인’, ‘미개인’, ‘술주정꾼’ 또는 축출되어야할 대상으로 각인되어
왔던 인디언을 재평가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디언의 생활방식에 눈을
돌리면서 부터이다. 찰스 이스트먼(Charles Eastman)과 어니스트 톰슨 시튼(honest Thompson
Seton), 레너 드 스트릭랜드(Rennard Sfrickland), 미국 내무성 장관을 지낸 스튜어트 우덜
(Steward L. Udall), 최근에 이르러 테렌스 그리더(Terence Grieder)를 위시하여 바인 델로리
(Vine Delona), 인디언으로서 처음 퓰리처상을 받은 소설가이자 시인 인 스콧 모머데이(N.
Scott Momaday) 케이트 루키(Kate Luke)는 원주민 미국인을 두고 흔히 ‘생태학적 인디언’
(Ecological Indians)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를 각자 제시하고 있다. 문명사회의 백인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인디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인 공동체 인식은 인디언을 ‘생태학적’ 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밴드워스(W. C Vandeworth)가 엮은 『인디언 추장 연설문; 인디
언의 눈으로 말하다』(Indian Oratory; Famous Speeches by Noted Indian Chieftains, 2004)에서 지
도자로서 정신적으로 인디언을 이끌어 왔던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을 조명하여 연설문 속에 녹아
있는 인디언 고유의 공동체 인식을 고찰하여 오늘날 잊혀져가는 인디언의 정신문화의 진가를 올
바르게 평가하여 인디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II
밴드워스(W. C Vandeworth)가 엮은 『인디언 추장 연설문; 인디언의 눈으로 말하다』는 여러
회의에 참여했던 인디언들의 연설들을 모아 놓은 십 여 권의 연설문 전집에서 발췌한 글이다. 전
집의 내용은 부족을 도와 달라는 호소, 백인들의 제안에 대한 인디언들의 대답과 반응, 탄원, 위
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연설들은 온전히 기록되기는 했지만 문서보관소에 파묻혀 유실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기도 했다. 밴드워스는 이런 발췌된 연설들이 독자들이 연설하는 사람
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대 순으로 연설들
을 정리했다. 연설을 한 인디언 추장들은 당시의 거목들로서 백인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가졌으
나 자신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면서 역사에 남을 행동과 연설을 남겼다. 인디언 추장들이 그들의
부족을 위해서 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의 마감은 비극 그 자체였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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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이 전장에서 전사했으며 자살한 추장도 있고 불에 타 죽거나 살해당하기도 했고,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잊혀 져 간 사람들도 있다. 자신들의 영토에 더 극심하게 침범
해오는 백인들에게 대응하면서 백인과의 회담에서 보여준 연설 속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의식
과 연설가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연설문을 통해 은연 중 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백인과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땅에 대한 그
들의 공동체 인식이다. 즉 인디언들은 한 뼘의 땅이라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소유가 아닌 것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땅은 부족 공동체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백인들이 들
어오기 전 평화롭던 공동체로서의 인디언의 삶에 대해 소크 족의 추장 검은 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은 경작하기만 하면 최상의 곡식과 콩, 호박들을 아주 풍성하게 생산해 내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배고파서 운적이 없었으며, 홍인이든 백인이든 나그네가 오면 우리는 그들을 거
처로 맞아들여, 항상 먹을 음식과 쉴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부족은 만나
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우리의 땅과 사람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고 지
킬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용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앙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
왔다. 우리가 분열된 것이다. 분열 때문에 영광은 우리를 떠났고 우리의 마음은 곰과 같
은 용기와 강건함 대신에 토끼의 가슴과 발꿈치처럼 되었다(밴드워스 133)

처음 백인들은 작은 자리를 원했고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곡식과 고기를 주자 그 대가로 백인
은 인디언에게 위스키를 주었다.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여 형제라고 불렀고 그들을
믿고 큰 자리를 내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열렸고, 우
리의 마음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디언들은 인디언들에 대항해
서 싸우도록 고용되었고 많은 우리 인디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독
한 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술은 아주 독하고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
습니다(밴드워스 73)

백인들로 인해 인디언 공동체가 분열하기 전, 공동체성을 확고하기 위한 기능은 인디언 공동
체의 신앙과 깊은 관계가. 대대로 전승해왔던 인디언 공동체의 신앙은 위대한 정령 숭배이다. 위
대한 정령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한 부분을 인디언 공동체가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
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령신앙에 고착화된 인디언들은 개종의 의사가 전혀
없다.
조셉 추장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인디언을 백인들과 동등하게 대하며 같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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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라고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십시오. 같은 법을 제시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위대한 정령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땅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
은 땅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에 갇혀
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강
이 거꾸로 흐를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밴드워스 403)

백인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인디언들에게는 보호구역이라는 작은 땅에 가두어
두고 그곳에만 머무르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얻었느냐고 조셉추장은 법을
제시하라고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나를 자유인으로 내버려두십시오. 여행할 자유, 머무를 자유, 일할 자유, 내가 선택하는
곳에서 거래할 자유, 나의 스승들을 선택할 자유, 나의 아버지들의 종교를 따를 자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든 법에 순종하고 그 형
벌에 순응하겠습니다. 백인이 인디언을 대할 때면, 언제나 백인들이 서로에게 하듯이 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아질 것
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사는 형제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같
은 정부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대한 정령도 이 땅을 보고 미소 지을 것이며 형제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의 흔적들을 땅에서 씻어 줄 것입니다(밴드워스 403-4)

즉, 백인들에게 인디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하
며 인디언이 그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벌하고 백인이 법을 어기면 마찬가지로 처벌하여 모든 백
성이 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위의 조셉 추장의 연설은 인디언의 사고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땅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로서
인간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디언에게 대지는 바로 어머니를 뜻하므로 땅은 소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잠깐 어머니 대지로부터 땅을 빌려 사용할 뿐이며 죽을 때
는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임대의 차원이다. 또한 세상 만물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차별하
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한 가족 공동체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인디언의 신앙인 정령숭배는 이
같은 인디언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백인들은 이 같은 인디언에 대해 종교와 윤
리규범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원시적 상태에서 최고신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에드워드 커티스는 “인디언 원주민보다 더 복잡한 종교체계를 가진 이
들은 없고 인디언보다 더 열렬하게 종교와 관련된 의식을 수행하는 이들도 없다. 그들의 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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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많은 종교행위가 녹아 있다. 인디언의 삶에서 종교의식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거의 없다”
(에드워드 커티스 13)고 평가한 바 있듯 오늘날 인디언은 재조명되고 있다.

III
지금까지 살펴본 인디언의 공동체 인식은 개별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백인의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백인들에게 땅은 어디까지나 소유하여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단 내지
는 이용 용도에 불과하므로 오로지 조직적으로 개발과 이용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반면 북아
메리카 대륙에서 살아 온 원주민 인디언들은 서구 백인들과는 달리 땅을 수단으로 여길 수 없고
목적으로 인식하여 경제적 착취나 심미적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머니로서의 대지 그 자체
로 존중하여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탐욕을 버리고 땅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자연을
공동으로 관리했고 땅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어디까지나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이자 이웃으로 여겼다. 이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
하며 착취할 대상으로 여기는 백인들의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일찍이 인디언은 아시아대륙에서 배링해협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 토
착민으로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유
럽에서 건너 온 백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인디언’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하여, 조상대대로 물러
왔던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짓밟힌 채 그릇되고 편협한 고정관념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백인들이
인디언보다 훨씬 진보하여 발전했으므로 백인 사회는 근대적이고 정교하고 문명화되어 있지만
반면에 인디언 사회는 원시적이고 미개하며 전통적이라는 백인들의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오
늘날 백인들이 뒤돌아보니 인디언들은 선천적으로 지혜롭고 자연과 밀접하며 환경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방식을 알고 있는 현명한 생활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생명의 소중함과 공존 공생, 동물과 식물 사물을 존중
하는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전승해 온 가치관에 따라 대대로 물러준 삶의 터전에 백
인들이 인디언의 토지를 점유하고 점령하였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대로 자신들의 삶을 가
꾸어나갈 대지는 백인들이 정복할 황무지였던 것이다. 이후 400년 동안 백인들은 모든 원주민들
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적 조직체로서의 인디
언부족들이 다른 종족의 침략에 분개한 것은 당연하며 인디언들은 태곳적부터 그들에게 속해 있
었던 땅을 싸워보지도 않고 넘겨줄 수 없었던 것이다. 서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인디언들의 무
지와 잔인한 모습은 백인의 시각을 반영한다. 일부인디언은 부도덕한 정부 관리의 음모에 적개심
을 갖고 전쟁에 나서 백인의 가족을 몰살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면만 보고 인디언들이 잔인하다
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디언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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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오염이 극심해지면서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제껏 도외시 되었던
인디언의 생태인식에 서구인들이 눈을 돌리면서 인디언이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 본 밴
드워스가 엮은 『인디언 추장 연설문; 인디언의 눈으로 말하다』에서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들 또한
인디언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불식시키는 기능과 함께 우리에게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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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시대의 어둠의 생태학 - 비이원론의 관점에서
김 임 미
(영남대학교 / 강사)

I. 서 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은 AI와 정보통신기
술의 비인간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속성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1)는 IoT, AI, 로봇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이다. 이 초연
결사회는 사물(things)의 관계와 양상을 바탕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실체, 본질, 본성을 상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인식론은 이분법을 거부한다는 점
에서 생태학의 세계관과 공유 지점이 있고, 기술비평의 관점에서도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영국의 철학자 티모시 모튼
(Timothy Morton)이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어둠의 생태학(dark ecology)2)”의 인식론과 개념을
비이원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태학과 초연결사회 모두 네트워크와 그물
망(mesh)이 그 운동의 전제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
둠의 생태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없는 생태학(Ecology without Nature)”, “생태
학적 사고(ecological thought)”, “초객체(hyperobject)” 등의 논의에 주력해서 어둠의 생태학의

1) 초연결사회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말한다. 초연
결성이란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사람과 기기
를 둘러싼 모든 관계(P2P, P2M, M2M(사물지능통신))에 의해 형성된 망(net)의 속성인 셈이다. 오늘날
초연결성은 단순히 기술체계가 아니라 기술혁명 즉 초연결 혁명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rtifical
Intelligence: AI)이라는 사물이 인간의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라는 사물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대체해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초연결 혁명이
다. 초연결 혁명은 기술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혁명의 차원으로 필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초
연결 혁명에 의해 인간관계와 사회 네트워크가 변화한 사회가 초연결사회이다. 초연결사회는 이러한 혁
명의 산물이므로 기존 연결사회가 갖고 있는 사유방식과 전혀 다른 사유방식을 토대로 형성된다. 즉 주
체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를 지향하는 사물중심적 사고를
하며 단일의 권력중심을 지향하는 근대국가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단일의 권력중심을 부정하는 다양체
적 사고를 통해 초연결사회가 형성된다(박지웅 275-79).
2)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한 티모시 모튼의 “dark ecology”는 암흑생태학(김일구
2019)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둠의 생태학(이동신 2019)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생태
학이 인간중심적인 이분법적 도식을 뛰어넘어 이제껏 자연, 객관, 사물로 인식되어온 것들의 이면을 생
태학적 사고의 인식과 감각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모턴의 의도에 충실하자면 ‘암흑’보다는 ‘어둠’이 더
적절하리라는 판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어둠의 생태학”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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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과 세계관을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레슬리 마몬 실코(Leslie Marmon Silko)의 의
식(Ceremony, 1977)에서 짧게 등장하는 우라늄 탄광과 원자폭탄 실험을 “초객체”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인류세 시대에 새로운 생태학의 통찰력을 모색해보기 위한 이 논의를
근대 이원론 극복의 관점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II. 이원론적 자연관의 극복과 어둠의 생태학
생태학의 인식론은 서구 근대의 작동 질서인 이 이원론적 세계관, 즉 두 개의 독립적인 원리
가 서로 대립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어느 하나가 승리하고 지배한다는 논리를 근본적으로 비판
하고 극복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는 이분법에 기반을 둔 어떠한 이원론도 지배와 피지배를 궁극
의 논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론은 실체, 본질, 본성을 상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일성
을 지향하면서 주체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객체, 대상이 생성된다. 주체/객체, 인간/사물 더 나아
가 본질/현상. 실체/형태, 내용/형식 등등의 이분법은 이원론 안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질 수밖
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배/피지배로 귀착된다. 아울러 일자와 단일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정
상/비정상을 재생산해내는 억압적이고 폭력적 구조를 영구히 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지배
논리에 대한 순응과 공모라는 이원론의 궁극의 목표에 ‘자유로운 근대인’은 포획되어 있다.
이원론에 근거하는 이성 중심의 근대 합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정면 비판에서 시작된
생태학은 “자연”에 대한 인식론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세계관의 변화와 실천 대안의 모색을 보
여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칭송에서 과학 기술을 통한 자연의 가치와 효과 입증에
이르기까지 생태학적 입장에 따라 주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
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생태계 생명들과의 공생을 주장한다.3) 그러나
이러한 자연관 역시 근대 합리적 이성주의의 틀 안의 사고라는 지적이 시작되었다. 자연을 단순
히 인간의 욕망에 의해 재단되는 ‘저 밖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세계관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라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의 결과를 폴 크루첸(Paul J. Crutzen)은 나름의 개
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인간이 18세기 후반기부터 감행한 3세기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
해 지난 만 년 혹은 만 이천 년 동안의 온난한 시기인 ‘홀로세(the Holocene)’가 ‘인류세(the
Anthropocene)’4)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지배적인 지질시대를 인류세라고 이름붙인 것

3) 다음과 같은 주장, “환경의 조화라고 할 때에 인간은 인간의 지성에 신뢰를 두고 있다. 자연이 따르는
법칙성을 인간이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세스먼트 등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
룰 수 있으며, 인간의 이성에는 그처럼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합리주의가 전
제되어 있다. 그런데 에콜로지즘이 말하는 공생사상은, 인간의 지성 그 자체도 상대화한다. 인간은 자연
의 다양한 행동을 완전히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자기인식이 있다.”(다카키 진자부로 21)
에서처럼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론은 자연에 대한 이해불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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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23). 이 인류세 시대가 의미하는 바는 지질학적 연대기에서 자연의 절
대적 우위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환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질학적 전환기를 뜻하면서 인간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과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자연에 대한 그의 인식은 기존의 생태학과 다른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인 어둠의 생태학을 설명하면서 직접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와 연관어와
제안을 통해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모튼의 여타 개념들, 자연, 그물망, 초객체, 생태학적 사고,
생태인식 등의 개념들과 연관되어 설명한다. 우선 우리는 18세기 초 낭만주의에서 주장했던 자
연이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을 개념화하여 실재 자연과는 거리가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적 자연 이외의 자연과 문화, 기술과 정치, 자연과
사회가 구분되지 않는 생태학은 기존의 생태학과 달리 어둡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
든 것들, 즉 동식물과 사물들이 서로 얽혀서 상호 연관되어 그물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
간이 우라늄, 지구온난화, 우라늄, 코로나 19 팬데믹 등과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는 기존의
생태학보다 더 어둡고 방대한 생태학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제 고려해야 할 생태학적 인식은 자
연이 인간 중심의 사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낭만과 칭송의 대상, 향수와 안식의 이
상향, 언젠가 돌아갈 거처, 착취와 파괴의 대상,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존재도 아니다.
인간의 인식 대상에서 벗어난 자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와 움직임의 과정 속에 있다. 근대
의 자연은 늘 인간의 반대편에, 사회의 저 너머에서 인간을 떠받칠 준비가 되어있고 인간이 만들
어낸 이미지가 덧씌워진 물화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모튼은 이러한 자연을 거부하며 “자연 없는
생태학”(ecology without Nature)5)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파악하는 자연에는 인간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요소, 즉 위계와 권위와 조화와 순수성과 중립성, 그리고 미스터리 등등의 자질
들도 포함되어 있다. 모튼은 우리가 품고 있는 생태학적 사고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이미지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자연이 상당 부분 인간이 만든 개념이고, 과
학기술을 포함한 도시의 인간 문명 역시 자연과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모튼은 기존의 낭만적 자연관을 폐기하고 자연이라는 그물망 안에
는 아름답고 숭고하고 조화롭고 질서 잡히고 심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 즉
추하고 해롭고 파괴적이고 무질서하고 아이러니하며 아름답지도 밝지도 않은 어둠의 요소들이
제멋대로 혼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연은 불확정성이 난무하는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

4) 이 인류세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인류세가 자연과학만이
아닌 인문학적 주제이자 책무이며, 아울러 인문학에 부여된 인류세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인
문학적 인식과 태도에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신두호 2016: 93-94).
5) 모튼의 책 이름이기도 한 이 개념은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실재 생태와는 관련이 없
다는 의미에서 “탈자연주의 생태학”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김일구 43).
인류세 시대의 어둠의 생태학 - 비이원론의 관점에서 ( 김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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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 내리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요소들 역시 자연의 구성 요소이
며, 자연에 대하여 인간은 아무런 특권이 주어져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인간이외 것들
간의 그물망 속에서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자연에는 기존의 밝고 숭고하고 심미적인 요소들과는
대조되는 요소들로도 가득 차있는 그늘진 곳으로 파악한다.6) 이 어둠의 생태학에서는 인간과 자
연, 생물과 무생물, 자연의 아름다움과 공포와 같은 상호대조적인 요소의 혼재와 공조, 상호연관
성을 바탕으로 인류세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모튼은 그물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존재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부
정적이고 차별적으로 통합적인 개방 체계에서 서로 연관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친숙하다고
가정하는 실체들을 모호하게 만든다. 모튼은 이 모호하게 새겨진 존재들을 ‘낯선 이방인’(strange
strangers) 혹은 완전히 이해되고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한다(Morton 2010: 39). 아울러
이 그물망 속의 자연은 단순히 낭만적으로 대상화되는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해롭고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것으로도 인식된다. 그물망 안에서 낯선 사람들이 공존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이상한데, 더 많이 알수록 낯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친밀감은
친밀감에 대한 착각 아래 그물망을 감추기 때문에 위협적이 되기도 한다(Morton 2010: 41).
모튼의 이 그물망 개념은 초객체 개념과 더불어 어둠의 생태학과 바로 연결되는데, 모튼은 자
연, 생태학, 세계, 우주에 가득한 모호함과 광대함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령
인간과 환경이라는 개념의 이분법적 작동이 어떻게 이분법을 다시 강화하는지에 대한 설명방식
을 통해 어둠의 생태학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포괄적이고 생성이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환경이 지금과 같은 의미로 구성되지 않는다. 환경은 사회적으로 문젯거리로 의식되는 순간, 그
야말로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환경을 우리가 돌보고 가꾸는 어떤 것으로 사고하고, 우리와
구분해서 저 너머로 밀쳐놓는 순간,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다르게 존재하는 ‘모호하고’ ‘어렴풋한’
사물은 더 이상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사물로 존재하지 못한다.

III. 초객체(hyperobject)와 Ceremony
모튼은 자연과 초객체에 대한 이해의 전제가 되는 근대 서구 이성 중심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한다. 이원론의 주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연스럽게
‘객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그에 따라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하는 객체지향 철학은 사
변적 실재주의(speculative realism)와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7)으로 등장

6) 아울러 모튼은 어둠의 생태학으로 모든 종류의 예술형식은 생태학적인 것으로 탐색될 수 있다. 생태학
적 사고에는 부정적인 것과 아이러니, 추함과 공포가 포함된다고 기술한다(Morton 2014: 16-17).
7) 박일준은 객체지향 존재론 논의에서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하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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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인간의 인식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논의하면서 “인간이 직접 개입
하지 않은 객체들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Harman 49). 객체지향 존재론을 수
용하면서 모튼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는 객체성의 존재를 “초객체”8)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지구온난화, 기후 또는 석유와 같이 “인간에 비해 시간과 공간에 대량으로 분포”되
는 객체를 인류세의 초객체라고 설명했다(Morton 2013: 1). 또한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객체들
은 단지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면서 인간과 생명에 지
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체계이지만 거대한 객
체로 존재하는 그 지구온난화를 완전히,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분적으로 보고 느
낄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이 초객체에 대한 관심 이전에 ‘객체(object)’, ‘사물(thing)’에 대한 관심이 먼저 시작되었
다. 근대 이후 자연은 현상학적 자연과 과학적 환원론의 자연으로 양분화되어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였다. 모튼은 이 인식 불가능한 것을 성찰해야 하며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물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시간과 공간에 광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Morton 2013:
1). 사물들은 인식불가능성이라는 근원적 성질을 공유하면서 사물이 되는데 이것을 모튼은 초객
체라고 설명했다. 박일준은 이 모튼의 초객체와 관련된 설명에서 ‘hyper’라는 접두어는 객체들이
“인간에 의해 직접 가동되었든 아니든 간에 어떤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과잉적’ 혹은 ‘초월
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Morton 2013: 1)고 설명한다. 사물 대상들이 다른 존재와 관련하여 그
존재를 ‘과잉하는’ 혹은 ‘초월하는’ 측면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잉적 측면들
은 다른 존재의 인식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객체지향 존재론은 사물이 인간의
인식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사물의 초월적 측면에 강조점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다(9-11). 또한 이 초객체는 다른 개체의 매개를 통해 경험되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
고 항상 다른 개체들을 통해 매개되는 식으로만 경험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초객체의 상호객관성
이다(Morton 2013: 86).
실코의 『의식』에서 볼 수 있듯이, 훔친 땅위에 나라를 세운 백인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세볼
레타에 만든 광산의 용도를 알게 된 것도 1943년 봄 광산에 지하수가 넘치기 시작하고 나서였다
(243). 침수된 광산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폐허가 된 우라늄 광산은 철조망만이 남아있

따르면 객체지향 존재론은 존재가 물(thing)과 객체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한다는데 방점이 있는데 이
는 “어떤 객체적 행위를 실행하려면 먼저 그 객체가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어떤 객체가 행위를 실행하
기 때문에 그 객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하만 2020 18)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객체지향 철
학에서 말하는 객체는 실재주의(realism)의 전회를 의미하며, 동시에 근대이래 미완의 과제인 인간중심
주의의 극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일준 10).
8) ‘hyperobject’는 초객체, 거대객체, 초과물, 하이퍼객체, 하이퍼오브젝트 등의 용어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원론을 벗어나 주체 중심을 해체하고 그 대상이 되었던 객체의 물질성이 갖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초객체’라고 번역하고자한다. 이는 신유물론(new materialism)과 인식론과 닿아있다.
인류세 시대의 어둠의 생태학 - 비이원론의 관점에서 ( 김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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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려진 땅이 되었고 물맛을 오염시킨 채 폐허로 남아있다(244-45). 황폐화된 원주민 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불안정은 악순환 되고 있다. 그들의 땅에 폐허로 존재하고 있는 우라늄 광산은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하며 초객체로 작용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병든 이 사회에서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예고된 것이며, 필연적이었다. 이처럼 환경 전체에 확산되고 환경
을 구성하는 모든 인간과 비-인간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므로 어느 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석하
거나 억제하는 환원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초과물의 점성9)에서 오는 특징이
다.”(송은주 57) 즉 타요(Tayo)의 고향 마을에서 우라늄 광산과 핵실험장은 그저 철조망이 쳐진
폐허에 지나지 않았으나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면서 주목받게 되고, 주인공 타요에게는 치유를 위
한 의식의 장소가 되게 된다. 시간과 공간 안팎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사물이 움직이고
사건들이 발생하므로, 나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하여 “나는 초객체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당신도 그렇고).”(Morton 2013: 5) 타요 삼촌 조사이어의 세계관은 생태윤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때 자신들을 살육하고 배척한 백인들과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척박한
자연환경은 원주민들의 반대편에 있으면서 영원히 수렴되지 않는 이분법적 대립항이 아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가 전체 생태계,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이 요소들은 각자가 다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세계관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초객체에 대한 인지능력의 예시가 된다.

IV. 결 론
근대 이원론을 허물고자하는 티모시 모튼이 제시하고 있는 어둠의 생태학은 자연의 개념을 무
한히 풀어주는 자연 없는 생태학을 주장하며 사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사고를 강조한
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자연 개념은 18세기 초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자연이며 자본주의와
문명의 탈출구로서의 자연이다. 사실 이러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모튼은
‘주변시학(ambient poetics)’과 ‘에코미메시스(ecomimesis)’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10) 그러나 그
는 자연을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다만 “잘못된 단일성
(oneness)을 구하기보다 차이와 틈을 인정하는 것이 사물에 충실할 수 있는 역설적인 방법이

9) 모튼은 초객체의 다섯 가지 특성을 점성(viscosity), 단계성(phasing), 시간적 파동성(temporally
undulation), 비국지성(unlocality), 상호객관성(interobjectivity)으로 제시하고 있다. (Morton 2013: 23)
10) ‘주변 시학’은 예술 텍스트가 그것이 드러나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다. ‘에
코미메시스’는 작가의 경험을 관객에게 알리고 관객과 공유하도록 작가의 환경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모
튼은 이것들이 자연에 대한 낭만화된 관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코미메시
스는 우리가 주체-객체 이원론을 잊거나 제쳐두기를 원한다. 에코미메시스는 내재성(immediacy)을 겨냥
한다. 덜 생각하거나 덜 중재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Morton 200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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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orton, 2007: 142)라고 털어놓는다. “우리가 막혔음을 인정하려고 한다.”(We are going to
have to admit it: we’re stuck.)(Morton, 2007: 155)라고 하면서 그는 출발한다. 이 인정의 의미
는 예를 들어 자연/인간 이분법에서 자연이 인간의 구성물이자 조립체로 간주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지금껏 자연은 그 자체로서의,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통한
자연이었고, 자율적인 존재 양식과 역능을 가지고 있는 초객체로서의 자연의 존재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이것이 어둠의 생태학의 방식인 것이다. 생태계의 모든 사물들이 각각의 초연결의 네
트워크 속에서 초객체로 운동하고 있고 인간 역시 현재에 토대를 두고 스스로의 내재성과 성숙
을 발현하는 공생의 관계가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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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itude of Korean EFL Learners
Toward Filipino ESL Teachers
Hohsung Cho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ofessor)

I. INTRODUCTION
Previous studies of study abroad in the Philippin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tertiary level students (Jo, 2017) and the educational effect of programs, with minor
attention to the issue of learners’ attitudes (Lee & Park, 2012). Thus, the study abroad
experiences of secondary students in the Philippines have received marginal attention.
However,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Philippines in the ELT industry, particularly
among programs targeting secondary level stud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underlying conflict between Korea’s American variety norm and the status of English spoken
in the Philippines.
This study, a sequel to an earlier study of Filipino English teachers’ self-identity (Choi &
Choe, 2021), focuses on the perceptions of the Korean student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How do Korean secondary students who received English lessons from Filipino
teachers perceive the teachers’ identity?

II. METHODS
Seven Korean secondary students in an English camp in the Philippin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presented in Table 1:
<TABLE 1> Profiles of Korean Students
Name

Sex

Age

Jia
Yena
June
Minsu
Han
Yunsu
Jimin

F
F
F
M
M
F
F

14
12
12
14
14
14
14

Unstructured
talk
Y
Y
Y
N
N
Y
Y

Semi-Structured
interview
N
N
N
Y
Y
Y
Y

Level
Advanced
Intermediate
Intermediate
Advanced
Intermediate
Intermediate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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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unstructured talk with five participants occurred between classes during the
camp sessio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our students took place after they had
returned to Korea. All of the conversations and interviews were in Korean and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in Korean, with selected excerpts translated into English.
Informed by Merriam’s (2009) qualitative study methodology, the author extracted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data for analysis. Data considered to be valuable yet low in its
frequency of appearance were subject to direct interpretation as outlined by Stake (1995).

III. FINDINGS
1. Emotional Sensitivity
Except for Yunsu, the participants generally agreed that Filipino teachers are emotionally
sensitive and adjust well to the students’ levels, as expressed in Han’s testimony:
[Filipino teachers were] better than I thought. They were kind and attentive to our
requests. If we looked too tired, teachers gave us enough time to rest … [and]
constantly asked questions. I think they adjusted well to our level. (Han)

Unlike the other students, Yunsudisagreed that the Filipino teachers demonstrated emotional
sensitivity but only claimed to have it:
I would say it’s not sympathy, but rather boasting. [Teachers would tell me] that
their people are very kind and always smiling, and that there are only good people
around. (Yunsu)

2. Discomfort with Filipinos’ Communication Style
One common opinion was the association of physical traits with communication styles. For
instance, Yunsu’s comment on being mildly disconcerted by the teacher’s eye contact was
preceded by her caricature of the exotic appearance of the teachers:
[Filipino teachers’] eyes are big; noses are big; and, lips are big. (laughter) [Eye
contact] was too much pressure. (laughter) There were a lot of classes where we
talked face-to-face; and teachers would come too close, which made me feel
uncomfortable. (Yunsu)

Filipino teachers talk on and on without stopping. It’s like a rap that I can’t understand.
I had a hard time because I kept on listening and also [had to] answer their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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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3. Linguistic Incompetence Compared to Native Variety
Numerous responses not only exhibited a strong preference for native varieties but also
judged them to be more linguistically accurate than Filipino English:
Filipino teachers’ English was good but not the best. There was an activity to select
the right meaning of an expression and write sentences with it, but the lesson could
not progress because the teacher did not know the meaning. … Wouldn’t American
or British teachers be better off in English? English is totally used there. (Minsu)

4. Eccentric Pronunciation: Barrier to Intelligibility
All interviewees attested to having this difficulty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Minsu
described the phonemic confusion and the ensuing process of clarifying the meaning of
words:
Pronunciations vary among Filipino teachers. I couldn’t understand at first due to
the strong accent. Sometimes the strong accent made me take it as a totally
different word. … When I couldn’t understand what teachers said, they would draw
pictures or explain the meaning. (Minsu)

Han expressed his preference for American English over Filipino English as follows:
American English is easier for us to understand. … Their [Filipinos’] speech is
incomprehensible. … Schools teach American pronunciation because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is what English is and we constantly listen to that [variety]. I
think it’s more difficult for us to listen to the local pronunciation because it’s the
first encounter. … I think pronunciation is part of the language. The [Filipino]
pronunciation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American or British people’s. (Han)

5. Devalued Environment: Dearth of Sociocultural Capital
The stu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ociocultural capital associated with study in the
Philippines, which was not sufficient for them to align with the Filipino society and its
variety of English:
When I looked at schedules for other programs, the London program had trips to
Big Ben and [Australia program had the ] Sydney Opera House, but there’s nothing
like that here! It’s so amazing that the America camp gets to visit Universal Studios
The Attitude of Korean EFL Learners Toward Filipino ESL Teachers ( Hohsung Ch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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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neyland, which is the biggest amusement park in the world; but, here, it’s
Enchanted Kingdom. (Jia)

IV. CONCLUSION
The Korean students in this study showed predominantly negative perceptions of Filipino
teachers. While they considered the teachers to be warm-hearted and emotionally sensitive,
the students denigrated their linguistic and sociocultural competencies as second-rate. There
were some objective reasons for this appraisal (e.g., the teachers’ spelling errors), but on the
other hand, their judgments were mainly subjective (e.g., reference to the American variety
norm). In particular, their constant comparisons of Filipino English with the native speaker
norm (McKay, 2002) shaped their attitudes. Their perceptions of a firmly grounded linguistic
hierarchy resulted in the rigidity of their judgments and their intolerance of linguistic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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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발음 정보 분석
손 중 선
(대구교육대학교)

I. 서 론
우리나라 같은 EFL 환경의 어린 학습자들에게 파닉스를 지도할 때는 필연적으로 발음 지도를 동
반한다. 그런데 영어의 소리목록(sound inventory)에는 한국어에 없는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초등
영어 학습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겨난다. 첫째는 소리인지(sound
perception) 문제로, 영어의 소리들 중 상당수가 학습자의 귀에 실제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둘째,
이로 인해 한국어 소리목록에 없는 영어 소리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2015 교육과정에 따른 5종의 3-4학년군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에 제공
된 영어 음소들의 발음 방법에 관한 설명들을 분석한다. 이 설명들은 음성학에서 제시하는 학술적인
정의를 기반으로 비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을 위해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성학적 오류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습지
도 예시 또한 파닉스 지도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을 위한 것인데, 영어 음소와 발음에 대한 정보를
음성학 비전문가로서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 학습자
들에게 발음을 지도할 때 학습자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발음을 해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II.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5종의 2015 개정교육과정 기반 3~4학년군 교과서에 딸린 교사용지도서
의 파닉스 섹션에 제시된 발음 관련 내용이다. 5종 지도서는 각각 YBM(김), YBM(최), 대교,
동아, 천재로 표기된다. 초등영어에서 파닉스 지도는 초등 3, 4학년은 5종 교과서 모두에서, 5,
6학년은 2종(YBM(최), 대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중철자 소개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
루어지는 음소들의 분포와 같은 통계적인 논의보다는, 영어 음소 및 발음요령에 관한 정보의 적절성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5, 6학년은 제외하였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영어 음소 및 발음요령에 관한 정보는 간단한 ‘Tip’ 혹은 ‘지도상의 유의점’ 형
식으로 제공되며, 대다수 교사들이 음성음운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학술적
정의나 설명이라기보다는 비전문가로서 교사들의 이해를 위해 음성학에서 제시하는 학술적인 정의를
일상적인 말로 풀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성학적 오류가 나타나거나 혹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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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소지가 있는(misleading)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와 오해소지의 표현들을 분석하
여 유형별로 분류한다.
둘째, 발음정보 팁이 영어 발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한 반면, 파닉스
지도 예시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런 점에서 전자는 초점이 교사에, 후자는 초점이 학생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닉스 지도 예시는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소리를 인지하고 반응하게 될 것인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된다. 분석은 예시를 제시하지 않는 YBM(김)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지도서를 대상으로 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유형별로 분류한다.

III. 분석 결과
3.1 자음 정보의 적절성
3.1.1 조음장소
1) YBM(김): 치경음 발음시 ‘혀를 윗니에’(/s/), ‘혀를 윗니 뒷부분에 있는 잇몸에’ (/d/, /t/), ‘혀끝를
윗니 뒤쪽에’(/l/, /n/)로 일관성이 없이 설명함으로써 서로 다른 음으로 오해할 수 있음
2) YBM(최): /s/와 /z/의 발음 요령으로 ‘입을 양옆으로 벌리고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게 붙인 후, 이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s/하고 발음’하라고 함으로써 조음장소가 위아래 치아 사이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치음(dental)에 가까운 발음이 유도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함
3) 동아: ‘/ʧ/는 /t/와 /ʃ/가 합쳐진 발음으로, /t/ 발음을 할 때처럼 혀를 윗니 뒤쪽에 붙였다 떼면서
소리를 내며 호흡을 막고, /ʃ/ 발음을 할 때처럼 입술을 쭉 내밀면서 막아낸 호흡을 밀어내며 소
리를 낸다’고 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조음장소의 관점에서도 치경
음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함. /ʤ/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여서, ‘혀의 앞부분을 윗니의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라고 함으로써 역시 치경음으로 오해할 수 있게 기술됨
4) 천재: ‘/ʧ/ 입술이 약간 긴장한 듯 앞으로 조금 나온 상태에서 혀의 양 옆이 치아의 쪽에 닿아 만
드는 틈 사이로 공기를 내뱉으며 소리를 낸다’고 하였는데, 혀의 양 옆이 치아의 쪽에 닿아 만드
는 틈 사이에서 공기마찰이 일어나며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3.1.2 유무성(voicing) 확인 방법의 적절성
1) YBM(김): 자음의 유무성에 대한 언급 및 지도가 없음
2) YBM(최): 손으로 성대의 떨림을 느끼는 것과 입 앞에 종이를 두고 발음하며 흔들림의 정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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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
3) 대교: 마찰음인 /f/-/v/와 /s/-/z/에 대해서만 성대에 손을 대고 진동 유무를 느껴보게 하는 방법을
제시
4) 동아: 성대의 울림 여부만 언급하고 관련 지도는 없음
5) 천재: 손으로 목의 떨림 여부를 느끼면서 발음하도록 지도하게 함
→ 첫째, 구별활동 시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교사는 학습자들이 정확
하게 발음하는지를 잘 알아야 함. 그러려면 교사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 학
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유도하는 법을 알아야 함. 현실에서는 유무성을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는 음성학 훈련을 받은 교사가 많지 않음. 둘째, 학습자들이 영어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
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하지만 초등 3~4학년의 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흔히 실제와 다르게 인
지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 유무성 판단을 위한 종이 실험 활동은 어두(word-initial)위치에서 무성음인 /p/는 기식(aspiration)
이 일어나고, 유성음인 /b/는 기식이 일어나지 않는다(Rogerson-Revell 2011)는 점에 근거한 듯함. 하
지만 영어 음소 /b/에 상응하는 한국어 음소는 없으며 무성음 음소 ‘ㅂ’, ‘ㅍ’, ‘ㅃ’ 세 가지만 있다. 종
이를 이용한 기식 실험을 하면 움직임의 크기가 ㅍ>ㅂ>ㅃ 순서로 나타나며, /b/ 발음에 의한 공기의
세기는 기식이 가장 약한 ‘ㅃ’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종이의 흔들림만으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
게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 모국어인 한국어를 익히면서 ‘자음 + 모음’ 같은 음절이 아닌 단순 자음만 따로 발음하는 법을
배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음만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예컨대 /p/를 [pə]
로 발음하면 성대가 떠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음. 실제로 영어에서 무성파열음을 발음할 때 막힌 공기
를 터뜨린 후 모음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 즉, VOT(Voice Onset Time)는 불과 50~60ms 혹은 그
이하이다(Ladefoged, 2001). 그래서 성인 영어 학습자들조차도 무성파열음 뒤에 모음이 뒤따르게 되
면 흔히 성대가 떠는 것으로 느껴짐. 마찰음의 경우에는 동질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지속
음(continuant)으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순간 소리가 끝이 나는 파열음과 다르다. 마찰음은
슈아 없이 지속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종이의 흔들림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찰음의 유무성
은 지속음으로 발음한다는 전제 하에 손으로 성대의 진동 여부를 느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

3.1.3 설명 내용의 이해 가능성
1) YBM(김): /v/와 관련해서 ‘/f/ 발음에 약간의 떨림(진동)을 더한다.’
2) YBM(최): /s/와 /z/는 ‘입을 양 옆으로 벌리고’ 발음한다(천재도 동일).
3) 대교: ‘/m/는 입술을 굳게 닫아 공기를 모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발음한다’고 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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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입술을 다물어 입안에 공기를 모았다가 공기를 내뿜듯이 입술을 떼면서 발음’
4) 동아: /ʃ/ 발음에 대해서는 ‘윗 어금니에 혀를 대고 혀끝은 입천장 앞쪽에서 1cm 정도 떨어뜨
린 상태에서 약간 아래로 내린다. 입술을 부드럽게 내밀고 공기를 혀와 입천장 사이로 새어나
가게 하여’ 발음한다고 설명
5) 천재: /ŋ/에 대해서 ‘발음의 마지막 조음점이 목구멍 안쪽이 되도록 유의하여 발음한다’는 말
에 이어 ‘혀 뒷부분을 연구개(입천장 뒤쪽의 말랑말랑한 부분) 쪽으로 들어 올려 공기가 입으
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응’ 소리를 낸다’고 설명

3.2 모음 정보의 적절성
 YBM(김)/YBM(최): 개별 모음들에 대한 발음정보는 제공하지 않음(/i/-/ɪ/, /æ/-/e/, /u/-/ʊ/, /ɔ/-/oʊ/
소리 쌍들의 차이가 잘 구별되지 않으므로 발음 및 지도 정보 제공 필요)

3.2.1 모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æ/)
1) 대교: /æ/에 대해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리고 입술을 양쪽으로 당기면서 혀의 앞부분을
안쪽에 대고 턱을 내리고 발음한다’고 설명
2) 동아: ‘혀를 아랫니 뒷면에 붙이고’ 발음하라고 제안하지만, 앞에 오는 자음에 따라서 혀의 위
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의 여지가 있음(예를 들어, that을 발음하면 혀가 치아
사이에 가게 됨)
3) 천재: /æ/를 ‘턱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발음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 턱을 긴장하면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3.2.2 모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e/)
1) 대교: ‘입을 약간 벌리고 혀의 뒷부분이 윗어금니에 살짝 닿도록 혀를 올려서 발음한다.’
2) 동아: ‘우리말의 /에/와 유사한 소리로 /æ/보다 입을 작게 벌리고 /æ/보다 약간 높은 조음점에
서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æ/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됨. 한국인 영
어 학습자들에게 /æ/는 /e/처럼 인지되기 때문
3) 천재: ‘아래턱을 살짝 내리고 입술을 옆으로 벌려 긴장을 푼 상태에서 짧게 ‘에’ 소리를 낸다.
혀의 앞부분을 입 중간까지 올리되, 이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우리말의
‘에’보다 입을 조금 더 벌려서 ‘에’와 ‘애’의 중간 정도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고 설명. 비전문
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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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모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ɪ/)
 세 지도서 모두 /i/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설명 없음
1) 동아와 천재: ‘에’와 ‘이’의 중간’에서 나는 소리임을 명시
2) 동아: ‘/이/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더 낮다’라고 덧붙임.
3) 대교: 우리말의 ‘이’와 비슷하며 ‘입술을 양쪽으로 당겨 혀끝을 아랫니 뒤쪽에 대고 혀의 중간
부분은 입천장 가까이로 올려서 발음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대로 발음하면 사실상 장모음인
/i/에 가까운 소리가 날 것임. 게다가 우리말에는 /i/에 가까운 ‘이’만 있고 /ɪ/가 없기 때문에,
두 소리의 대조 없이 이 설명만으로 /ɪ/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2.4 모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ɑ/)
1) 동아: ‘/아/와 비슷한데, 혀를 좀 더 아래로 낮추어’ 발음한다고 비교적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
게 설명
2) 대교: ‘입을 하품할 때처럼 크게 벌린 상태에서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이다. 우리말의 ‘아’와
비슷한 발음인데, 혀를 좀 더 아래로 낮추고, 입 모양은 알파벳 O와 같이 동그랗게 한 상태
에서 목에 힘을 주어 ‘아’ 하고 소리낸다.’
3) 천재: ‘우리말 ‘아’와 비슷하지만 목구멍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이다.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는 바닥에 붙인 채 소리 내어 보게 한다.’

3.2.5 모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ʌ/)
1) 동아: ‘턱을 아래로 낮추고 혀끝을 중앙에 두고’ 발음
2) 대교: ‘입을 ‘어’ 하는 입모양에서 턱을 아래로 가볍게 끌어내리면서’ 발음
3) 천재: ‘턱을 약간 아래로 내리고 혀도 약간 아래로 내리면서’ 발음

IV. 결 론
(1)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체계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영어 음소들을 실제와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 않았다.
(2) 자음의 발음과 관련해서는, 조음장소, 유무성 구별 방법과 연관되어 있는 설명에 오류 혹은
오해의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3) 모음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도서에서 모음의 발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e등영어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발음 정보 분석 ( 손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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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공기가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모음은 자음에 비해 발음을 지도하기가 쉽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음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4) 최소대어를 활용한 활동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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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정치사상 형성과정 검토
박 경 서
(영남대학교 / 강사)

I
본 글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정치사상 형성 과정을 검토한다. 오웰이 스스로 작가의 임
무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것”1)이라고 주했다. 이렇듯 오웰은 정치 작가로서 그의
작품들은 모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는
좌파에 속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글을 써야합니다”(CEJL 4: 49)라는 오웰의 고백도 있거니와 그
는 근본적으로 좌파에 속하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오웰의 사회주의(좌파) 사상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오웰은 자신을 사회주
의자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주의가 어떤 구체성이나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로 당시 영국 좌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오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오웰 자신이 “사회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를 공격해
보는 게 필요하다”2)는 언급과 “사회주의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회주의자는 반대한다”(RWP 161)
는 아이러닉한 발언에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빅터 골란츠(Victor Gollancz)는 오웰이
사회주의자임을 공약했지만 자신의 사회주의를 한 번도 정의한 바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 M. 포스터(E. M. Forster)는 오웰을 “진정한 자유주의자”(Breton 49 재인용)로 규정
했고, 버너드 크릭(Bernard Crick)은 오웰을 ‘트리뷴’ 사회주의자, 곧 ‘의회 사회주의자’로 불렀고,
존 뉴싱거(John Newsinger)에게 오웰은 ‘트로츠키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였다. 그리고, 조지 우
드콕(George Woodcock)에 따르면 오웰은 ‘나름대로 좌파적 인물,’ ‘모호한 무정부주의자,’ ‘스위
프트식의 토리 이단자’였다(고세훈 284 재인용). 심지어 커크 러셀(Kirk, Russell)은 “오웰의 사회
주의는 빈약하고 모순에 찬 사회주의”(Kirk 1)라고까지 비판한다. 심지어 “오웰은 정치에 있어서
는 급진적이고 감정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172)라는 아이작 로젠펠드(Isaac Rosenfeld)의 주장
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최근에 파반 K. 말레디(Pavan K. Malreddy)는 오웰을 ‘식민주의자’인
동시에 ‘반제국주의자’로서 양가적 감정을 가진 ‘정치적 리얼리스트’로 규정하기도 했다(Malreddy

1) Orwell, Sonia and Angus, Ian, ed. The Collected Essays, Journalism and Letters. 4 vol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0), 1권 p. 29.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인용문 뒤에 CEJL 및 권수
를 표기하고 페이지 수를 밝힌다.
2) George Orwell, The Road to Wigan Pi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9), p.160. 앞으로 이 책
의 인용은 인용문 뒤에 RWP로 표기하고 페이지 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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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한편 피터 윌킨(Wilkin, Peter)은 오웰을 ‘토리 아나키스트’라 규정하고 있고(Wilkin, The
Strange 34), 스티븐 잉글(Stephen Ingle)은 오웰의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은 그
것을 윤리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Ingle 160-61). 잉글이 오웰을 ‘윤리적 사회주
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오웰의 사회주의를 생활방식에 가까운 믿음의 실체라고 파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오웰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논쟁적인 상황 속에서 ‘급진’과 ‘보수’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오웰의 사회주의 사상의 실체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웰의

전반적인 생애와 관련 저작을 검토함으로써 오웰의 정치사상의 규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오웰을 ‘토리 아나키스트’라고 규정하는 윌킨스의 견해와, 또 오웰을 ‘윤리적 사회주
의자’로 규정하는 잉글의 주장을 본 연구의 논거로 삼아 ‘토리 아나키스트’에서 ‘윤리적 사회주의
자로’로 이어지는 오웰의 사회주의 형성과정이 그의 삶과 저작에 어떻게 나타나고 함의되어 있는
지를 밝힌다. 오웰의 사회주의 사상은 토리 아나키즘과 윤리적 사회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
지만, 굳이 따지자면 어델피지(The Adelphi)의 편집장인 리처드 리즈(Richard Rees)가 1930년
대까지 오웰을 “보헤미안 토리 아나키스트(Bohemian Tory Anarchist)”(Rees 48)라고 규정한바와
같이 1936년 스페인 내전 참전 전까지 오웰은 토리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였고, 그 이후부
터 윤리적 사회주의자로서 길을 걸었다.

II
오웰의 정치비평과 제안들은 모두 강열한 그의 개인적 성향과 경험에서 추론된 것이다. 다시 말
해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서구에 나타난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그리고 소비에트와 나치 국가에
관한 수많은 중요한 정치보고서에 의해 집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Bal 154). 오웰의 정치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은 아래 네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1. 오웰 정치사상 형성의 도입기: 가난과 권력의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와 실패의식
오웰의 정치사상을 추동시킨 동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어린 시절까지 추적해야한다.
오웰은 어린 시절부터 권위에 대한 저항과 가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일생은 어릴 때 경험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한 이는 다름 아닌 오웰 자신”(고세훈 109)이었기 때문이다. 오웰은 만년에 쓴 ｢그런
즐거움들｣(“Such, Such Were the Joys”)이라는 글에 오웰 자신이 여덟 살부터 열네 살까지 세인
트 시프리언스(St. Cyprian’s) 예비학교에서 보낸 혹독한 학창시절에 대해 비판적 논조로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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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그는 세인트 시프리언스에서의 가난과 권력의 피해자로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오웰은 이렇게 회상한다.
죄의식이 짙은 먹구름이나 연기처럼 공중에 걸려 있는 듯 했다. (…) 그때까지 나는 죄가
없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었다는 확신이 나에게 엄습해 왔다. 그것은 어쩌
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다. (CEJL 4:
403)

실패야말로 그가 그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던 가장 깊은 확신이었다. 오웰은 세인트 시프리언스
를 떠날 무렵엔 복수할 가능성이 없는 “실패, 실패, 실패는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깊은 확
신”(CEJL 4: 417)이 든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런 즐거움들｣에 나타나 있는 어린 오웰의 삶의 지배적인 패턴은 후에 자기징벌로 커다란
죄의식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피학적 충동으로 이어진다. 세인트 시프리언스에서 ‘가난한 학생’으
로 낙인찍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회적 트라우마”(Levenson 67)를 겪었고, 학교제도의
권위와 권력의 희생자였다. 세인트 시프리언스에서의 어린 오웰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후일 버
마 시절(Burmese Days)의 주인공 존 플로리(John Flory)의 이마에 난 태생적 모반이 그를 억압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고, 엽란을 날려라(Keep the Aspidistra Flying)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에 대해 “그 시절은 얼마나 비참했던가”(287)라고 회상하는 고든 콤스톡(Gordon Comstock)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게 된다. 세인트 시프리언스에서 어린 오웰은 빈부문제를 계급이나 집
단의 문제로 흐릿하게나마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청년 오웰의 버마 시절에서 구체적으
로 확대된다.

2. 오웰의 정치사상 형성의 추동기: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이 추동한 자기 치유적 속죄
이튼스쿨을 졸업한 뒤 오웰은 열아홉 살의 나이에 제국주의 경찰이 되어 1922년부터 1927년까
지 버마(오늘날 미얀마)에 체류했다. 물론 버마 체류 당시 오웰은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구체적
으로 형성되기 전단계로 제국주의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존재했다. 그는 권위와 제국주의 권력의
사용에 반대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표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권위의 필요성을 보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국의 더러운 일에 대한 오웰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국인들
에게 부과된 침묵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해 제대로 전망하지 못했던 것이다. 말레디(Malreddy)는
제국주의에 대한 오웰의 양가적 감정을 추동시킨 것은 오웰의 “자아도취적 수치심, 잔여 죄의식,
몰염치한 죄의식과 같은 수치심, 죄책감 및 미시 정치적 궤적”(Malreddy 311)이라고 주장한다. ｢
코끼리를 쏘다｣(“Shooting An Elephant”)에 오웰의 양가적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CEJL 1: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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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결국 오웰의 제국경찰로의 생활은 그에게 제국주의의 악덕을 깨닫게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무엇으로서의 권력을 내면화시키는 전환적 계기로 작용했다. 휴가차 영국으로 돌아온 오웰은 “바
로 영국에, 바로 자기 발밑에, 다르긴 해도 어느 동양인 못지않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밑바닥 노
동 계급이 있었던 것이다”(RWP 139)는 사실을 통찰하기에 이른다. 버마에서의 피지배계급은 영
국의 노동계급으로 치환된 것으로 영국 노동계급은 백인 원주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국경찰로서의 생활은 오웰에게 속죄해야 할 죄책감을 심어 주었다. 오웰 자신의 고
통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오웰은 1927년 제국주의의 가해자로서의 속죄하
기 위해 사회의 가장 낮은 아래로 내려가 노동자계층과 어울리며 가난을 체험하기에 이른다. 극
단의 가난에 대한 이런 모험은 부분적으로 그에게 강요된 것이지만 또 부분적으로 그가 버마에
서 저질렀다고 느끼고 있는 사회적 죄책감을 속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가 동양
에서 목격한 ‘가난’과 파리와 런던에서 체험한 ‘가난’은 달랐다. 식민지에서 원주민들의 ‘가난’은
그들이 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착취당하는 존재들이므로 가난하다고 하지만, 착취자들
인 서구사회의 백인들 중에서도 왜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결국 오웰
은 파리와 런던에서 극한적 ‘가난’을 체험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즉 영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가난’은 계급구조와 제도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오웰이 20대 청
년시절 후반 “지금 영국 노동자들은 희생양이다. 그들은 분명히 현 경제 체제에서 급진적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고통 받을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변화를 이끌 충분한 힘과 지성을 갖
춘 정부가 선출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는 주장은 그의

정치사상의 형성의 방향을 가늠케 해

주고 있다.

3. 오웰의 정치사상 형성의 발전기: 계급의식이 추동한 민주적 사회주의
오웰이 파리와 런던에서 노동자들과 어울리며 방랑자로서 보낸 1년은 오웰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효과를 가졌고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사고방식(태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Trilling 222). 오웰은 평범한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진정한 사회주의자
들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정의와 ‘보편적 품위’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Atkins 183).
1930년대까지 오웰은 일종의 토리 아나키스트(Tory Anarchist)로 남아 있었다. 오웰은 1936년
스페인 내전 참전 전까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오웰은 자신을 토리
아나키스트라고 간주했으며 그 이후부터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규정했다.(Wilkin, “George Orwell”
201)

60

2021년 신영어영문학회 하계학술대회

그러다가 오웰의 사회주의 사상의 전환점을 이룬 두 가지 사건은 1936년 잉글랜드 북부지방
탄광촌에서의 경험과 같은 해 스페인 내전 참전의 경험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그는 노동자계
급에 대한 인식적 발전으로 사회주의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스페인에서 마르크수주의통
일노동자당(POUM) 소속 의용군으로서 병사들과 어울리면서 발견한 것은 계급 없는 사회의 가
능성, 다시 말해 현실사회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의 모습, 실체화된 평등의 모습이었다.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에서 “1936년 이후 내가
쓴 진지한 작품의 모든 구절은 하나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글이었다”(CEJL 1: 28)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1936
년은 오웰이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작가임을 사실상 선언하고 사회주의를 글과 행동으로
표명하기 시작한 해였다.
스페인 내전의 참전의 결과 오웰은 사회주의자이 길로 들어섰지만, 당시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전체주의의 발현이었다. 그중에서도 파시즘에 맞설 정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밖에 없다

는 주장을 하게 된다. “사회주의를 효과적으로, 널리 그리고 빨리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파시즘을
타도할 가망은 사라질 것이다. 사회주의야말로 파시즘에 상대해야 할 유일한 적수이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제국주의자 정부는 파시즘에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RWP 199)” 이렇듯 오웰에게 사회
주의의 출발점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였던 것이다.

4. 오웰의 정치사상 형성의 완성기: 토리 아나키즘과 윤리적 사회주의
앞서 지적했듯이 오웰의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은 그것을 토리 아나키즘과 윤
리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먼저 오웰의 토리 아나키즘에 대해 살펴보자. ‘토리’라는 말은 영국
역사에서 명예혁명기의 친왕파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수당으로 이어졌으므로 ‘토리’는
‘보수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드콕은 아나키즘의 핵심 태도를 “인간의 본질적 품성에 대
한 신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배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Woodcock,
Anarchism 38)고 정의한다. 사실 ‘토리 아나키즘’이라는 말은 오웰이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였다. 스위프트는 상류계급이었지만 권력을 경멸하며 귀족
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오웰은 그를 ‘토리 아나키스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대 문학: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검토｣(“Politics vs Literature: an Examination of Gulliver’s
Travels”)라는 에세이에서 “스위프트는 토리 아나키스트로서 권위를 경멸하면서도 자유를 믿지
않았고 귀족적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기존의 귀족주의가 타락하고 경멸스럽다는 것을 명확히 이
해하고 있었다”(CEJL 4: 253)는 평가를 내렸다. 오웰이 “스위프트를 별다른 조건 없이

칭찬할

수 있는 작가 중 한 명”(CEJL 4: 257)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스위프트에서 읽어낸 것은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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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과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영역에 대한 강조였다(Wilkin, “George Orwell” 198).
스위프트에 대한 오웰의 평가는 오웰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로 읽힐 수 있다. 스위프트처럼
오웰을 토리 아나키스트로 보는 이유는 그의 보수성, 그의 남성주의와 여성관, 그의 엘리트적 요
소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오웰은 관습에 구현되어 있는 가치들과 영국의 전통문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급진 작가임에도 영국의 과거와 전통을 사랑했다. 물론 여기서 과거와 전통이란 권력
을 유지하거나 계급을 고착시키는 장치로서의 그것들은 아니다. 오웰의 전통은 영국의 자연과 문
화를 사랑하고 가족 제도를 중시하는데 있다. 심지어 그는 영국을 하나의 가족에 비유하기도 했
다(김명환 388). 두 번째로 오웰은 남성성을 구현하는 인물이며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남성 중심
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반면 여성인물은 남성인물에 종속되는, 스피박
(Gayatri C. Spivak)이 말하는 소위 하위 주체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웰과 그
의 작품에 대한 최초의 페미니스트 비평가인 다프네 파타이(Daphne Patai)는 오웰의 젠더 이데
올로기는 “비참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심지어 위선적이기까지 하다”(Patai 88)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토리 아나키스트들은 엘리트 출신으로, 오웰 역시 “나는 상위 중산계급 중
에서 하급(lower-upper-middle class)에 속는 집안에서 태어났다.”(RWP 113)고 밝히고 있듯이 상
류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오웰은 보편적(common decency: 보통사람들의) 품위3)를 강
조하고 평등과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계급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노동계급 문화 속으로 들어가
려 했다는 점이 다른 토리 아나키스트들과 차이점이 있다. 오웰은 엘리트이기는 하였지만 엘리트
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볼과 잉글의 지적을 살펴보았듯이 오웰은 만년으로 갈수록 토리 아나키스트에서 윤리적 사회
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오웰은 스스로가 자신을 윤리적 사회주의자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
의 사회주의의 키워드는 보편적 품위, 자유, 정의, 평등이다. 착취, 불평등, 가난에 대한 그의 분
노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이다. 오웰의 이런 시각은 그를 비이데올로기적 사회주의인 윤리적 사회
주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주의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회주의자는 반대한다”(RWP 161)는 오웰의 역설적인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웰의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논리를 취한다. 오웰의 윤리적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그의 사회주의 비판을 통해 그의
윤리적 사회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 오웰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준거는 첫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필연적인 목표가 정의와 자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
주의 관료들이 하층민들에게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제국주의로부터 얻은 생활수준을

3) 오웰에게 보편적인 품위(Common decency)란 보통사람들이 가지는 품위를 가리키는데, 노동자계급이
지닌 가치관들을 상징한다. 올바른 도덕관, 관대함, 상부상조의 정신, 특권에 대한 혐오, 평등에 대한 갈
증 등을 모두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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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비난하지만 제국주의에서 얻은 생활수
준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제국주의를 포기할 진지한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Hollis
81). 넷째, 사회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산업주의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Hollis 80). 오웰은 사회주의가 불가피하게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라는 관념과 결부”(RWP
174-5)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회주의의 기계적 진보에 반대하고 있다. 기계적 진보의 경향은
노고와 창조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 소유는 가족과 같
은 개별단위에 의해 자급할 수 있어야하는데, 산업화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와는 달리 사회주의란 곧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품위라는 사실
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WP 164)라고 덧붙인다. 예컨대 그는 사유재산 폐지가 곧 평등으
로 이어진다는 마르크스 이론을 공격했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론도 배척했다.
마르크스가 인간 정신의 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오웰의 견해는 어떤 사회주의
사회도 인간 내부에 있는 본성이나 충동의 어두운 영역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
하고 있다. 오웰의 이런 주장은 그의 소설 동물농장(Animal Farm)의 핵심주제이다. 오웰은 권
력 욕구는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의 추종세
력도 오웰이 1984년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형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Bal 171).
그렇다면 오웰에게 있어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웰의 사회주의는 윤리, 보
편적인 품위, 도덕에 기반을 둔 윤리적 사회주의 건설이었다. 그는 “근육질의 노동자를 상징으로
하는 계급 철폐 투쟁을 그만둬야한다”(RWP 214)고 주장하고, 일반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마
르크스주의자들보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은 사회주의가 정의와
보편적 품위를 의미해야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tkins 183). 따라
서 오웰은 사회주의를 이론과 교리를 이해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보다 정의와 품위로 이해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더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는 의견을 위건 피어로 가는 길에서 밝히고 있다
(RWP 164 참조).
오웰은 보편적인 품위를 제시하고 그들의 품위 속에

형제애, 인류애, 정의, 평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정의와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품위를 의미한다. (…) 나는, 정반합의
저 세 가지 신비한 실체들에 관련된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에 조금
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RWP 164). 다만 그는 보통사람
들이 품위를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역사 속에서 일반인들은 언제나 억눌려 있었
으므로 그들의 숨겨진 건강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김명환 392). 오웰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믿음, 전통에 대한 존중, 보통사람들의 품위에 대한 신념, 높은 인류애, 마르크스주의 도그
마에 대한 불신 등이 그의 사회주의의 본질을 형성했다(Bal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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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오웰은 이론적 사회주의자도, 정통 마르크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좌파이면서 좌파를 바로잡으려
했고, 사회주의자로서 사회주의를 공격했다. 그는 좌파든 우파든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하고
정의를 부정하는 모든 권력에 반대했다. 오웰은 보편적인 품위와 인류애를 추구하고 개인의 자
유, 권리 및 개인적 영역을 강조한 토리 아나키스트에서 출발해 윤리적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하지만 오웰의 사회주의는 어떤 체계적인 철학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그의 저술 어디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일관된 이론체계나 정책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웰의 사회주의는 정
밀한 이론적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그의 사회주의를 학문적
・ 이론적 맥락에서 비판하고 검토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그는 정치이론가나, 정치토론가가
아닌 정치작가이다. 오웰의 정치사상은 온전히 그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 추론되고 형성되었다.
오웰의 정치적 글쓰기는 자신의 이러한 정치사상의 노정이다. 속죄해야 할 죄의식이라는 피학적
중압감이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웰의 글쓰기는 자신의 죄의식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유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 자신의 사회주의관을 형성시켰다.
“오웰의 사회주의는 여러 모로 모순들과 더불어 극단적 이상주의와 극단적 상식을 오가는 특
이한 종류의 것이었다”(Woodcock. Crystal 28)는 우드콕의 지적은 맞다. 그럼에도 작가로서 오웰
은 계급투쟁에 입각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멀리하고, 특권을 배제하고, ‘행위의 보편적 준칙’이
랄 수 있는 전통, 품위, 상식적 윤리, 그리고 육체노동자들의 성품에 터 잡은 윤리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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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욕구: 『달리는 두 기차』(Two Trains Running)에
내재된 흑인 인권 운동
김 경 현
(부산가톨릭대학교)

I. 서 론
오거스트 윌슨(August Wilson)은 1960년대의 블랙 파워 운동(Black Power Movement)과 흑
인 예술 운동(Black Arts Movement)에 관심을 가졌으며 급진주의 흑인 작가인 아미리 바라카
(Amiri Baraka)로부터 받은 영향이 지대하였다. 윌슨은 그의 연설(The Ground on Which I
Stand)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 민족주의 신념을 천명하였고 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흑인
에 대한 가혹한 인종차별의 역사와 흑인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의 재고 문제들을 극으로 표출하
였다.
작품 『달리는 두 기차』(Two Trains Running)에서, 윌슨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흑인
사회에 대한 정치 및 사회적 ‧ 경제적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극의 시대적 배경인 1960년대
에는 흑인 인권 운동이 당시 미국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960년대의 중반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시기는 흑인운동
의 중심인물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과 말콤 엑스(Malcom X)가 활동했던 때였
으며 윌슨이 흑인운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완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하여 전하고자 했던 윌슨의 인식과 문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윌슨은 흑백 대립의 견지에서 『달리는 두 기차』를 집필한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처한 실제적
상황과 삶의 모습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 집중하고 있
다. 그는 작품 속에서 백인 배우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무대 밖에서만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흑인
에 대한 상징적인 위협의 이미지로 형상화시켰다. 작품 속에서 흑백 대립의 상황을 극단적인 대
립 구도로 설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흑인의 처참한 현실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흑인
들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윌슨은 생각했다. 작품 구성에 있어서 이러
한 극단적인 경계의 설정은 자칫 분리주의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로버트 브루스틴
(Robert Brustein)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윌슨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목표
는 흑인들의 의식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흑인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었다. 따라서
윌슨은 백인 사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흑인 공동체가 당면한 경제적 빈곤과 인권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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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회구조적 착취 등의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면서 흑인들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강력하게 시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과 정보로 흑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다는 것은 시작부터 한계와 부족이 있음을 인정한다. 윌슨이 주장한 흑인 문제에 대한 자족
(self-sufficient), 자위(self-defense) 그리고 자결(self-determination)의 신념을 이해의 바탕으로 하
여 성실하게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극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흑인운동의 지도자들인 말콤
엑스와 마틴 루터 킹의 인권 운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작품 속 인물인 멤피스
(Memphis)와 스털링(Sterling)을 중심으로 하여 흑인들의 삶의 실체와 윌슨의 의지를 탐색해 볼
것이다.

II. 본 론
미국역사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의 저항은 크게 통합주의(integrationism)와 흑인민족주의
(black nationalism)의 두 노선으로 양분되어 왔는데, 킹은 통합주의자로 말콤은 흑인 민족주의자
로 분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분류가 암시하듯 킹과 말콤은 비록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당시 미
국 사회가 안고 있던 인종주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과 가치 기준으로 흑인 문제에 대
한 판단을 내렸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킹의 흑인 운동은 기독교의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을 수
용함으로써 종교와 분리된 정치 운동이 아닌 종교를 기본으로 하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그는 백
인과의 융화와 화합을 전제로 하여 백인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킹의 통합주의는 말콤의 시각에서 볼 때 흑인의 진정한 평등과 해방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다. 말콤의 주장에 따르면 흑인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완전한 흑백의 분리였다. 백인과의
통합은 흑인들 간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고 흑인의 영구적인 정신적 노예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말콤은 생각했던 것이다(이신행 13). 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백인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흑인들
이 단결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by any means necessary)’ 흑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며 ‘자기 방어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법이 백인들의 폭력으로부터 흑인들을 보호
해주지 못한다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다(황혜성 80).
『달리는 두 기차』의 배경이 되는 1969년 피츠버그의 흑인 거주지역은 당시 여러 문제에 직면
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경기는 성장세를 벗어나 침체하고 있었으며, 불황 타개의 목적으
로 진행 중이던 도시재개발(Eminent Domain)의 여파로 흑인 커뮤니티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
황을 맞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난국에 처해 있었고, 대내
적으로는 1964년 흑인 인권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흑인의 소요와 집회 등으로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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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정부당국 간의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흑인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의 말콤과 킹의 투쟁 방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흑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에서부터 그 간극이 명백하다. 이 작품에서 킹의 통합주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캐릭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윌슨이 흑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그에게 가
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킹이 아니라 말콤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맹목적인 흑인 운동
으로는 흑인의 인권이 보장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윌슨의 생각이
었다. 그는 두 지도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초래한 이합집산의 무분별한 흑인 운동을 지양하고 뚜
렷한 목표를 가진 흑인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흑인 운동에 대한 윌슨의 의지는 작품 속의 주요 인물인 멤피스와 스털링을 통해 드러난다.
멤피스는 “맨손으로 주머니가 텅 빈 채 흑인의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총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이야. 그게[총] 백인이 흑인
의 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Wilson 41)라면서 비폭력적 흑인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멤피스가 흑인의 인권운동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분명하게 말콤이 주장하는 투쟁 방법
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콤은 흑인들을 위한 자기 방어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
로서, 상황에 따른 흑인 무장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었던 것이다. 멤피스는 “자, 보라고 만약 네게
내가 내 정원에서 나가고 내 사과를 그대로 두라고 한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냥 나가라고 말할 수
밖에는. 그럼 넌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날 조롱하며 웃겠지. 그런데 말이지, 만약 내가 엽총을 가
지고 있다는 걸 네가 안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지. 여기는 온통 흑인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흑인들 투성이지. 자신들을 확신시키려 애쓰는 것 같이 들리지. 하지만 네가 생각해야할 것은 너
희들이 아름답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추하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점이란 말이야”(Wilson 41)라고
말하며 흑인운동의 잘못된 방향과 맹목성에 대해 비판한다. 여기서 멤피스는 공동체의 구성에 있
어서 흑인들이 가진 의식적 한계와 그에 따른 연대의식의 부족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흑인들
의 사고방식에 대해 “낡아빠진 남부 흑인의 퇴행적 정신상태”(Wilson 31)라고 비난한다.
말콤은 같은 인종간의 연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종이 혼합된 사회적 연대는 요원하다
고 생각했다. 그는 흑인이야말로 연대성이 결여된 유일한 인종이라고 인식했으며 그러한 연대성
의 부재를 흑인이 지속적으로 핍박받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했다(이신행 14). 말콤의 인식은
흑인운동이 어중간한 백인 사회로의 통합이 아니라 명확한 흑과 백의 분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말콤의 신념과 사상을 가장 순수하게 수용하는 인물은 스털링이라고 볼 수 있다. 스털
링은 1960년대 흑인 젊은이들의 전형으로서 감옥에서 출소 후 생계를 위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도박에 운을 걸고 일확천금을 노릴 뿐 삶에 대한 신념과 의식이 결여된 인물로 묘사
되고 있다. 그는 말콤의 생일을 기념하는 집회에 관심을 보이지만 자신의 뚜렷한 정치적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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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념은 드러내지 않은 채 흑인 운동에 대하여 맹목적인 지지만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분히 윌
슨의 의도된 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윌슨은 스털링을 통하여 당시의 흑인 운동, 특히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말콤의 분리주의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스털링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이었음을 극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윌슨은,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늘 생계문제의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당시 흑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그
려내고 있는 것이다. 스털링은 자신의 아이가 자신과 같은 삶을 평생 살아야만 하는 끔직한 현실
을 인식한 후 절대로 아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현실 부정 인식은 급진적인 흑인 운동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털링과 같은
당시의 흑인 젊은이들은 킹 보다는 말콤의 사상과 신념에 깊이 동조하여 급진적인 흑인 운동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분노는 소요와 집회 등의 과격한 흑인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폭력의 비판』(Critique of Violence)에서 법과 폭력의 불가분
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폭력을, 법을 기초하고 제시하는 법제정적 폭력(lawmaking violence)과
법의 효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법수호적 폭력(law-preserving viole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수호
적 폭력이 사용될 때마다 이 폭력의 근원이 되는 법제정적 폭력이 다시 드러나고 더욱 강화된다
고 주장한다(Benjamin 277-300). 흑인들이 생존과 방어를 위해 취하는 폭력을 일괄적인 악으로
규정하기에는 정의의 진정한 의미와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게 된다.

III. 결 론
윌슨은 킹과 말콤이 주도하는 흑인 운동의 진행과정과 노선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흑인 운동
의 방향이 어느 일방으로의 통합이나 극단적인 분리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자각했다. 흑인 운동
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질타는 특히 작품 속 멤피스의 대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윌슨은
1960년대의 흑인 인권운동에 대해 흑인들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교육의 부
재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흑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연대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윌슨은 더욱 심
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연대의 중요성은 킹과 말콤이 상대방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운동 노선을 지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양대 흑인 운동의 접점을 찾기 위하
여 노력했던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윌슨의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흑인 운동의 양상과 그 문학적 표출에 대체로 집중되어 있
다. 앞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인정 욕구’를 생각의 발판으로 삼아 윌슨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
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키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이 사회의 또 다른 약자
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헤겔과 악셀 호네트의 이론을 심층적
으로 연구하여 작품의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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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방향이 정확하게 표출될 때 정의에 가깝게 향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
노들이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거나 당당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한다. 또 다른 약자를 찾
아 비겁하고 은밀하게 공격을 가하며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한 지속적인 분노는 그 즉시 가까이
에 있는 이름 모를 약자에게로 향하기 쉽다. 거대해진 분노에게 더 이상의 방향과 목적, 목표 따
위는 중요하지 않다. 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인정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는 노력이 인종 혹은 다른 이유들로 차별받을 때 발생하는 분노와 폭력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
지 않다. 윌슨의 작품을 통해 흑인운동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보편적인 인정 욕구와
폭력성, 그리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다시금 고찰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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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les and Stress in Uzbek Nouns and Adjectives:
With a Comparison to English and
North Kyungsang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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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mzaev, Oybek & No-Ju Kim. Syllables and Stress in Uzbek Nouns and Adjectives: With a Comparison to
English and North Kyungsang Korean.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86 (2021): 281-301. This
research analyses the syllables and stress placement in Uzbek nouns and adjectives. Syllables in Uzbek are
divided into heavy and light to explain quantity-sensitivity in stress placement: Heavy syllables tend to attract
stress.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in Uzbek, stress docks on the final syllable except for loan words. However,
this rule encounters exceptions. Hence, we have come up with new stress rules. Uzbek nouns and adjectives are
stressed on the rightmost heavy syllable which is usually, but not always, a final syllable. In addition, if words
do not contain any heavy syllables, then stress falls on the final light syllable. Furthermore, with the
morpho-phonologically made superlative degree adjectives, stress falls on the word-initial heavy syllable. Finally,
we will make a three-way comparison between the Uzbek stress system, the English stress system, and the North
Kyungsang Korean tonal system,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Kyungpook Nat’l
University/student & Kyungpook Nat’l University/professor).
Key words: quantity sensitivity, heavy syllable stress attraction, English, Uzbek, North Kyungsang Korean

I. Introduction
Uzbek has a quantity-sensitive stress system where heavy syllables attracts stress. In Uzbek,
a heavy syllable is a syllable that contains either a long vowel (V:) or a short vowel (V)
with at least one coda consonant (C1), where C1 means at least one coda consonant. Based
on this syllable-weight distinction, this paper claims that stress falls on the rightmost heavy
syllable when a given word contains a heavy syllable. In Uzbek nouns and adjectives, all
vowels sounds, except for the short vowel i, are long in the final position that makes them
heavy syllables. Hence, the rightmost heavy syllables are word-final unless the final vowel
is i. In case the final vowel is i, stress docks on the non-word-final rightmost heavy syllable.
In the case of words that do not contain any heavy syllables, stress falls on the word final
light syllable. In addition, with the morpho-phonologically made superlative degree
adjectives, stress falls on the word-initial heavy syl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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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bek Khamzaev is the first author, and No-Ju Kim is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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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we are going to compare the Uzbek stress system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and
the North Kyungsang Korean tonal system,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such as the tendency
for heavy syllables in all three languages to attract stress, and differences, such as the
positions of unmarked stress or tonal assignment.

II. Morphological Backgrounds in the Uzbek language
(1) Yunoniston+dan+mi+siz+lar?
‘Greece + from + Question + you + plural’
“Are you from Greece?”

III. Syllabification in Uzbek Nouns and Adjectives
(2) Tableau 1. Types of syllable in Uzbek
No
1

Syllable types
V

Examples
o.na

Gloss
“mother”

2

CV

to.za

“clean”

3

VC

oy.na

“mirror”

4

CVC

mak.tab

“school”

5

VCC

aql.li

“clever”

6

CCV

pro.ku.ror

“prosecutor”

7

CVCC

dars

“lesson”

8

CCVC

stol

“table”

9

CCVCC

sport.chi

“sportsman”

10

CCCVC

skrip.ka

“violin”

(11) Heavy and Light Syllables in Uzbek
A heavy syllable must have either a branching nucleus or a branching rhyme. Otherwise,
it is considered as a light syl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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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ress in the Uzbek language
(12) a. qa.lAm
b. qa.lam.dOn
c. qa.lam.don.lAr
d. qa.lam.don.la.rIm
e. qa.lam.don.la.ri.mIz
f. qa.lam.don.la.ri.miz.dAn

“pencil”
“pencil case“
“pencil cases”
“my pencil cases”
“our pencil cases”
“from our pencil cases“

(13) Traditional Stress Rule
Almost all nouns in Uzbek have stress on the final syllable.
(14) a. chOp.qi “a chopper”
b. fut.bOl.chi “a footballer”

c. su,pUr,gi
“a broom”
d. is.te.mOl.chi “a consumer”

4.1 Stress in Uzbek nouns
(15) Make a rightmost heavy syllable stressed in nouns.
(16) a. gUl.chi
b. kUl.gi
c. a.chIt.qi

‘a florist’
‘laughter’
‘yeast’

(17) a. g’Az,na.chi ‘a treasurer’
b. tAsh.qa.ri ‘an outside’

d. qAm.chi
e. tEp.ki
f. nav.bAt.chi

‘a whip’
‘a kick’
‘an officer’

c. bO‘z.bo‘.ri
d. lAv.la.gi

‘a wolf’
‘a beetroot’

(18) Disyllabic nouns with a light (L) syllable plus a heavy (H) syllable
a. ki.tOb
‘a book’
d. ba.hOr
‘spring’
b. va.tAn
‘a homeland’
e. gu.nOh
‘a sin’
c. do’.kOn ‘a shop’
f. da.rAxt
‘a tree’
(19) Disyllabic nouns with two heavy syllables
a. kul.fAt
‘a trouble’
d. nar.vOn
b. ko’p.rIk
‘a bridge’
e. gul.xAn
c. yo’l.bArs ‘a tiger’
f. bur.gUt
(20) Polysyllabic nouns
a. ka.ma.lAk
b. cha.van.dOz
c. mam.la.kAt
d. qal.dir.g’Och

L.L.H
L.H.H
H.L.H
H.H.H

‘a
‘a
‘a
‘a

‘a ladder’
‘a bonfire’
‘an eagle’

rainbow’
jockey’
country’
swallow’

Syllables and Stress in Uzbek Nouns and Adjectives: With a Comparis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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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erived polysyllabic nouns
a. mu.so.ba.qa.dOsh
L.L.L.L.H
b. dar.vo.za.bOn
H.L.L.H
c. va.tan.par.vAr
L.H.H.H
d. mu.vaf.fa.qi.yAt
L.H.L.L.H
(22) a. ki.shi
b. ta.ro.zi
c. qi.li.g’i

‘man’
‘a scale’
‘his trick’

‘a competitor’
‘a goalkeeper’
‘a patriot’
‘success’
d. bo’ri
e. e.shi.gi
f. hi.mi.ri

‘a wolf’
‘its door’
‘his penny’

(23) a. Make a rightmost heavy syllable stressed in nouns.
b. Otherwise, make the final syllable stressed.
(22’) a. ki.shI
b. ta.ro.zI
c. qi.li.g’I

‘man’
‘a scale’
‘his trick’

d. bo’rI
e. e.shi.gI
f. hi.mi.rI

‘a wolf’
‘its door’
‘his penny’

(24) a.
b.
c.
d.

no.lA:
da.dA:
to.vA;
fu.a.rO:

‘a
‘a
‘a
‘a

e. ig.nA:
f. o.nA:
g. ib.ti.dO:
h. tu.shun.chA:

‘a needle’
‘a mother’
‘rudiments’
‘a conception’

(25) a.
b.
c.
d.

o.nA: +lAr
to.vA: +dA:
tolE: +dAn
ko’z.gU: +gA:

wail’
father’
pan’
citizen’

o.na.lAr
to.va.dA:
to.le.dAn
ko’z.gu.gA:

→
→
→
→

‘mothers’
‘in a pan’
‘from fortune’
‘to a mirror’

(26) Stressless Vowel Shortening
A long vowel is shortened if it does not attract stress.

4.2 Stress in Uzbek Adjectives
(34) a. Eng i.shOnch.li
b. be.hAd mam.nUn
c. ju.dA: ma.za.lI
d. ni.ho.yAt.da ul.kAn
e. g’o.yAt a.jo.yIb
f. g’o.yAt.da meh.ri.bOn
g. ham.ma.dAn kUch.li

“the most reliable”
“very pleased”
“very tasty”
“very enormous”
“so amazing”
“so much kind”
“the strongest of all”

(35) a. du.ma.lOq
dUm-du.ma.loq
b. pa.ka.nA:
pAk-pa.ka.na

‘rounded’
“the most rounded”
‘short’
“the shor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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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 sa.rIq
b. bO’sh
c. sOg’

‘yellow’
‘empty’
‘healthy’

sAp-sa.riq
bO’m-bo’sh
sOppa-sog’

“the yellowest”
“the emptiest”
“the healthiest”

(37) a. Make a rightmost heavy syllable stressed in adjectives.
b. Otherwise, make the final syllable stressed.
c. The initial heavy syllable of any focused morpheme should be stressed.

Finally, let’s compare the Uzbek stress system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and the North
Kyungsang Korean tonal system,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There is a tendency for heavy syllables in all three languages to attract stress, or a H-tone,
as seen in this study as well as previously noted in Kim (2010, 2017). The major differences
among the three languages is that unmarked stress or tonal assignment positions are
different. In Uzbek these positions are rightmost heavy syllable or final if there are no heavy
syllables. However, in North Kyungsang Korean high tone falls on the final syllable if it is
heavy as in utOOng “Japanese-style noodle” and otEEng “Japanese-style sausage,” but
otherwise on the penultimate syllable, as in apUci “father” and kasIke “scissors.” In English,
however, the position is antepenultimate as well illustrated in amErica “America” and
cAnada “Canada” in Lee (2004) and Kim (2017).

V. Concluding remarks
In summary, we have divided syllables into two main types that are heavy and light. The
stress system in Uzbek is quantity-sensitive in the sense that stress falls on the rightmost
heavy syllable. If words do not contain any heavy syllable, then stress goes to the final light
syllable. In superlative forms of adjectives made by a morpho-phonological way, stress falls
on the initial reduplicated heavy syllable.
The Uzbek stress system is similar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and the North Kyungsang
Korean tonal system, in that all three languages have a tendency for heavy syllables to
attract stress. However, the unmarked stress or tonal positions differ, as pointed out at the
end of the previou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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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드레이퍼의 슈트:
근대적 남성성과 위태로움
김 영 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I. 들어가며
미국 케이블 방송 AMC의 텔레비전 드라마 『매드맨』(Mad Men)은 주인공 돈 드레이퍼(Don
Draper)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 혹은 자기계발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드레이
퍼의 본명은 리차드 휘트먼(Richard Whitman)이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난을 피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휘트먼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상관 돈 드레이퍼의 신분을 훔치게 된다. 제대 후 휘트먼
은 돈 드레이퍼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다. 모피 코트 판매원으로 일하던 드레이퍼는 광고
회사 중역인 로저 스털링(Roger Sterling)을 만나게 되고, 이를 기회로 스털링 쿠퍼(Sterling
Cooper)에 입사한다. 드레이퍼는 그 후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승진을 거듭해 회사의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가 된다. 비록 그의 출신은 미비했으나, 이제 그는 매디슨 애비뉴
에 위치한 광고회사의 중역이고, 교외에 금발의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는 이층집을
소유하고 있는 성공한 남성이다.
드레이퍼의 성공적인 외면과 달리, 그의 내면은 결여된 가족과 전쟁에서 기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드레이퍼의 반복적인 음주와 불륜은 자기파괴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는 일
상을 살아가기 위해, 혹은 일상에서 도망치기 위해 본인의 정체성과 삶을 새롭게 구성한다. 새
출발은 그가 현재의 정체성과 성공을 얻는 데에 결정적이었다. 드레이퍼는 자신의 곤경을, 혹은
회사의 위기를 새 출발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반복적인 새 출발은 드레이퍼의 성공, 나아가
『매드맨』이 그리고 있는 자수성가 신화의 핵심요소이다. 드레이퍼에게 내적 만족이나 수양은 찾
아보기 힘들다. 그는 반복적으로 새 출발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수성가 신화를 체현하고 있다. 하
지만 그 신화의 이면에는 텅 빈 내용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글은 패션과 복식에 대한 이론을 통해 돈 드레이퍼의 옷차림, 그 중에서도 특히 슈트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드라마 서사가 말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 혹은 드라마에
대한 서사 분석이 놓치고 있는 영역을 탐사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레이퍼에게 슈트라
는 외면은 그가 추구한 사회적 이상의 전형이며 동시에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러나 드레이
퍼가 외면을 통해 얻은 정체성과 성공은 항시적으로 위태로운 것이고, 그렇기에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그의 운명이다. 『매드맨』이라는 드라마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탐색하고 있다면, 즉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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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라는 시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지금을 반복적으로 (재)위치시키고 있다면, 드레이퍼가 추구한
이상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은 단순히 60년대 미국사회라는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슈트라는 복식은 근대시대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대부분의 남성들이 받아들이
는 표준적인 복식 스타일이 되었다. 비록 복장 자유화 혹은 간소화의 영향으로 슈트를 입는 일이
과거보다는 드물어졌지만, 중요한 장소 혹은 행사에서 남자들은 여전히 슈트를 갖춰 입는다. 드
레이퍼가 추구한 슈트를 입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기에 이 논문
이 전개하는 슈트에 대한 고찰은 『매드맨』과 드레이퍼의 동시대성을 또 다른 각도로 드러낼 것
이다.

II. 슈트의 근대성과 남성성
한국에서 흔히 양복이라고 부르는 슈트는 복식사에서 매우 특별한 예외적 존재이다. 다른 패
션과 달리 슈트에는 거의 200년에 달하는 영속성, 혹은 일관성이 있다. 존 칼 플루겔(J. C.
Flügel), 제임스 라버(James Laver), 크리스토퍼 브루어드(Christopher Breward), 브루스 보이어
(G. Bruce Boyer)와 같은 복식사가나 패션 전문가들에 따르면 슈트의 발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는 19세기 초 영국의 섭정시대이다. 보이어에 따르면 슈트는 1780년에서 1820년 사이에 기
본 형식이 완성되었고, 19세기 말 이후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290). 예술사적 관점에서 슈트
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실용주의가 결합한 신고전주의 스타일이다. 신고전주의 이후, 후
기 낭만주의, 빅토리아 사조, 아르 누보 등 다양한 예술 사조와 형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성
의 패션, 건축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급격히 변화해 왔다. 하지만 남성의 슈트는 동일한 기간 동
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중세 이후 서양 복식사를 살펴보면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지배계층에 속한 남성과 여성의
복식은 화려한 장식적인 요소가 특징이었다. 하지만 슈트의 등장 이후 남성 옷차림은 갑자기 정
반대로 변화하게 된다. 1930년에 출간된 『옷의 심리학』(Psychology of Clothes)에서 플루겔은 이와
같은 전환을 남성의 위대한 포기(Great Masculine Renunciation)라고 명명하고, 이 전환의 기원
을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산업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공리주의에서 찾는다(qtd. in Carter
109). 플루겔 이후 여러 복식 연구자들이 슈트의 등장을 18세기 후반 이후의 정치 경제적 변화
와 새롭게 대두된 부르주아 계급과 연결시켰다. 데이비드 쿠차(David Kuchta)는 “자신감 넘치는
자본가 계급이 탄생했고, 이들이 궁정 중심의 사치스런 소비가 주도하던 구시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근면과 절약이라는 남성적 개념에 기초한 경제문화로 대체했다”고 주장한다(104). 18세기
후반 상공업의 발전이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 질서와 가치
관이 급변하게 되는데, 복식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리처드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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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Sennett)은 1830-40년대가 되면 남성 복장은 과장되고 풍성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색상
이나 디자인 모두 단조로워진다고 지적한다(163). 그 후 남성들은 화려하고 우아함을 강조하던
복식을 버리고 실용적이며, 금욕적인 옷차림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슈트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일반론이다.
새로운 계급의 기호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새로운 복식인 슈트는 19세기 초반의 다양한 정치경
제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혹은 보다 넓게 근대성의 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세
기 중반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도시에 사는 남성들이라면, 슈트라는 형식의 옷
을 소유하고 입는 것에 예외가 없었다. 비록 원단이나 세부적인 디자인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19세기가 지나면서 모든 계급의 남성들이 큰 틀에서 슈트라는 형식의 옷을 입게 되었다. 오늘날
슈트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 필요한 복장” 그리고 “신뢰가 가고 근면하다
고 평가되는 사회집단의 상징”이다(Finkelstein 100). 미국이나 한국 모두 사회 전반에서 비즈니
스 캐주얼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조계나 금융권과 같은 보수적인 직업군에서는 슈트를 유
니폼과 같은 기본 복장으로 여긴다.
슈트는 다른 의복과 달리 지난 200여 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크리스토퍼 브루어드는 슈트는 근대성의 아이콘이며 매개체로서, 근대의 이성, 평등, 아름다움
그리고 진보의 이상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212). 복식이 자율화되고, 슈트라는 단어에 냉소나
비꼼의 의미가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다소 의외의 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슈트
는 계급사회를 극복하고 진보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옷이었다. 복식사에서 슈트는 또한 남
녀 의상의 구분 혹은 분리를 매우 명확하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슈트는 복식의 영역에서 남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복이다. 슈트의 강력하고 단순한 디자인은 남성적이다. 슈트를 제작하기 위
해서는 해부학과 기하학적 지식이 필요했고, 엄밀한 신체 측정과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필요했다. 제작에서 있어서의 이러한 특수성은 슈트를 근대의 이성적 남성성과 결부시켰
다. 그 때문에 앤 홀랜더(Anne Hollander)는 슈트가 남성의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남성성을 담
고 있는 근대적 환상의 물질적 형태라고 주장한다(5).

III. 돈 드레이퍼의 슈트와 정체성
『매드맨』의 주인공 돈 드레이퍼의 복장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드라마가 다
루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다양한 옷차림을 선보인다. 그 중 드레이퍼라는 인물을 대변하
는 복장은 이견의 여지없이 슈트이다. 드레이퍼의 슈트는 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싱글 브레스트, 투 버튼 그리고 노치드 라펠 형태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슈
트는 1950-60년대 미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다.
돈 드레이퍼의 슈트: 근대적 남성성과 위태로움 ( 김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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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퍼 보다 젊은 남성 직원들은 종종 옷차림을 통해서 그들의 상사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폴 킨지는 1960년대의 공민권운동과 반문화운동에 동조하는 젊은 세대이다. 그는 슈트와 넥타이
대신 스포츠코트나 스카프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보수적인 직장문화를 은연중에 거부한다.
『매드맨』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에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종종 변화하는 패
션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점인 1960년 봄만 해도 스털링 쿠퍼의
모든 남성들은 슈트를 입고 출근한다. 하지만 이미 이름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반문화운동을 상징
하는 카피라이터 마이클 긴즈버그(Michael Ginsberg)가 등장하는 시즌 5가 되면 매드맨의 젊은
남성 직원들은 심지어 고객과의 중요한 만남에서도 더 이상 슈트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러한 패션 변화는 드레이퍼를 제외한 다른 회사 중역들의 옷차림에서도 나타난다.
돈 드레이퍼는 시즌 1에서부터 시즌 7까지, 혹은 1960년에서부터 1970년까지 비록 라펠 넓이,
벤트와 포켓의 종류와 같은 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
한 스타일의 슈트를 직장과 그 외의 공적 공간에서 착용한다. 슬로안 윌슨(Sloan Wilson)의
1955년 소설 『회색 플란넬 양복을 입은 사나이』(The Man in the Gray Flannel Suit), 그리고 그
레고리 펙(Gregory Peck)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가 잘 보여주듯이 그가 착용한 스타일의 슈트는
1950-60년대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순응성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와 보수적인 사회문화의 아이콘이
다. 하지만 드레이퍼의 슈트를 순응성과 그로 인한 개성의 결여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이다.
데니스 위지그(Denise Witzig)가 지적하듯이 드레이퍼의 슈트는 당시의 전통적인 남성성을 상
징한다: “직장 내 젊은 동료들이 화려한 색상의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옷을 입을 때, 돈은 회색
플란넬 슈트를 입는다. 모두가 구레나룻을 기르지만 그는 깔끔히 면도를 하고 있다. 마치 애로우
셔츠 광고 속 이미지처럼, 그는 흘러간 과거의 남성성의 아이콘이다”(176). 2차 세계대전 이후
돈 드레이퍼와 같은 슈트를 입은 남자는 미국 사회에서 보수적 남성성의 아이콘이며, 동시에 지
배적인 주류였다. 앞서 드레이퍼의 슈트를 스털링과 킨지의 복장과 비교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이, 슈트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어떤 슈트를 선택하는 가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스스로의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크레인에 따르
면 옷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회구조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개념화하는 일이다.
드레이퍼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슈트를 선택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가 보수
적인 백인 중산층 남성의 전형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앤 엔트위슬(Joanne Entwistle)이 지적하듯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몸을 표현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규율과 기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
다”(24). 우리는 옷차림을 통해 특별한 환경,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킨다. 어떤 옷을 선
택하는 일, 무엇을 입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코드를 인식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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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이에 대해 순응 혹은 저항을 결정하는 일이다. 과거 복식은 사회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일은 도덕적 타락으로 여겨졌다. 특히 교회와 학교, 그
리고 가정은 복식을 규범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옷과 신분 혹은 계급의 관계는 20세기에 들어
서면서 매우 자유로워졌다. 오늘날 개인의 옷차림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사회계급 이외에도
생활양식, 연령집단, 성별, 성적 취향, 민족성 등 다양하다. 김주리가 말하듯이 “더 이상 가문이나
신분이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특정한 외양의 형식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한다”(11-12). 개인의 복식을 구속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신분제도를 강화하던 복식 금제령이나
사치 금지법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현대사회에서 복식규범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직장 문화에서 복장을 신경 쓰지 않으면 종종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많은 기업
들은 여전히 직원의 신체를 통제 관리하는 복장에 대한 공식적 내규와 비공식적 기대치를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보다 자유로워진 사회에서 복식은 또한 개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무한히
확장된 상품의 일부이며, 동시에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소재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복식은 “자아의 경험과 표현의 사적인 측면이자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복식, 몸, 자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전체”이다(엔트위슬 22).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슈트는 돈 드레이퍼와 분리 되지 않는다. 드레이퍼에게 슈트는 50-60년대의 사회적 이상이다. 그
는 리차드 휘트먼에서 드레이퍼가 되기 위해, 혹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슈트라는
옷을 선택하고, 슈트라는 옷에 수반되는 사회적 규율과 기대에 부응하며, 나아가 이를 자신의 선
택으로 내면화한다.

IV. 외면과 위태로운 정체성
돈 드레이퍼의 성공에 있어서 외면은 결정적이다. 드레이퍼가 처음으로 외면을 통한 사회적
성공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보 브루멜(Beau Brummell, 1778-1840)로 대표되는 영국의 댄디즘은
근대시대 외면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주도했다. 댄디즘은 기본적으로 외면을 통해 내면을 형성하
고 드러내는 문화예술 흐름이다. 댄디는 자신의 외면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원래의 페르소나와는 다른 이중의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었다. 브루멜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유행하던 거대한 가발과 화장이 특징인 마카로니 패션 대신, 오늘날 슈트의 기원이 된 새로운 금
욕적인 남성복식을 실천하고 유행시켰다. 그는 나아가 섭정 황태자(Prince Regent)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영국의 남성 패션, 나아가 유럽의 남성 패션을 선도했다. 브루멜은 귀족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본가계급에 속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외면에 대한 천착이 그에게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그렇기에 조앤 핑켈스테인(Joanne Finkelstein)은 댄디즘이 시작된 19세기 초부터
사회적 성공과 외모의 상관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114). 브루멜을 통해, 혹은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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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즘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혹은 신분이 외면의 변화를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발
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드레이퍼에게 정체성은 조작 가능한 환영이다.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 낸다. 드레이퍼
는 매일 매일 출근하기 전 완벽한 슈트 차림을 통해서 돈 드레이퍼라는 정체성을 갖춘다. 정체성
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기민한 인식은 그의 사회적 성공, 경제적 성공에 결정적이다. 드레이퍼는
마치 예술가처럼 스스로의 정체성을 조작해서, 원하는 효과를 이끌어 낸다. 광고를 기획하는 사
람으로서 드레이퍼는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 것처럼, 능숙하게 제품의 정체성을 창조한다.
외견의 조작을 통해 리차드 휘트먼은 돈 드레이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성공과 계급 상승을 이룬다. 그렇기에 드레이퍼는 그 누구보다도 외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드레이퍼의 슈트 차림이 흐트러질 때는 그의 가면이 불안해질 때이다. 『매드맨』에서 드레이퍼
의 위치와 자신감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크게 대조를 이룬다. 사적인 영역에서 복장
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드레이퍼는 불편해하고 나아가 불안해한다. 그는 차라리 슈트를 착용하
는 공적인 영역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점에서 슈트는 그의 진짜 신분과 나약한 내면을
감추는 외면의 갑옷이다. 하지만 그 갑옷은 세월과 함께 그 가치를 점차 상실한다. 주지하다시피
슈트가 상징하는 드레이퍼의 정체성은 사회 변화와 함께 위기에 처한다. 1950-60년대 젊은이들
이 향유하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드레이퍼의 슈트가 상징하는 남성성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반
항적인 남성성이 등장한다. 제임스 딘(James Dean),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말론 브란도
(Marlon Brando)와 같은 대중스타들이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했고, 이들은 청바지, 가죽 잠바, 바
이크 부츠 등을 통해서 복식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남성성을 상징했다.
『매드맨』 마지막 시즌 드레이퍼는 회사를 떠나 서부로 향한다. 그는 슈트를 벗고 블루종과 청
바지를 입는다. 드레이퍼의 새로운 옷차림은 동시대의 사회문화 변화를 반영하며, 나아가 그가
경험하는, 혹은 실험하는 정체성의 또 다른 변화를 상징한다. 직장과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떠
난 드레이퍼는 드디어 캘리포니아의 히피 공동체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매드맨』 시즌 1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두운 바에서 슈트를 입은 드레이퍼의 뒷모습을 멀리서 미디엄 샷으로 클로즈
인 하면서 시작한다. 『매드맨』 시즌 7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카메라는 다시 한 번 미디엄 샷으로
드레이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하지만 시즌 1을 시작 할 때와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밤은 아
침이 되고, 어두운 바는 아름다운 해변이 되었다. 그리고 슈트는 캐쥬얼한 버튼다운 셔츠와 카키
바지로 대체되었다. 카메라는 만족한 미소를 띠는 드레이퍼의 얼굴을 정면에서 천천히 클로즈인
한다. 일견 드레이퍼는 외면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
지만 잠시 후 화면이 바뀌고, 코카콜라의 유명한 1971년 힐 탑(Hill Top) 텔레비전 광고가 이어
진다. 『매드맨』은 다시 드레이퍼가 슈트를 입은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드레이퍼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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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슈트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브루어드가 주장하듯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어
난 사회혁명과 스타일의 변혁이 점잖은 슈트의 헤게모니를 위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90). 그러나 슈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매드맨』의 마지막을 장식하
는 코카콜라 광고가 암시하듯이 드레이퍼는 분명 다시 매디슨 애비뉴로 돌아갈 것이다.

V. 결 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슈트는 아직도 많은 남성들의 유니폼이다. 슈트를 거부하고, 편안한 캐
주얼만을 입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슈트를 입는다. 슈
트는 분명 오늘날의 시대정신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비즈니스 캐주얼이 보편화
된 시대, CEO들이 청바지 차림으로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대에 슈트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인
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전히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혹은 면접장이나 법원에 가기 위해 슈트를
입는다. 본 논문은 패션과 복식에 대한 이론을 통해 돈 드레이퍼의 옷차림 그 중에서 슈트가 가
지는 함의를 분석했다. 드레이퍼에게 슈트라는 외면은 가면이며, 또한 그의 존재 방식이다. 『매드
맨』에서 슈트는 단순히 보수적 기업문화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슈트는 근대적 남성성의 전
형이며, 외면을 통한 사회적 정체성 구성을 추구하는 근대의 균열된 주체의 전략이며 갑옷이다.
드레이퍼는 슈트를 입은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한 시대의 이상적 남성성을 획득하고, 그 결과
아무런 배경도 연고도 없던 불안정한 삶을 슈트라는 복장이 상징하는 특정한 계급 속에 뿌리내
린다. 모든 것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슈트라는 갑옷 뒤에 숨은 드레이퍼는 거울 속
에 비춰진 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분열과 불안을 느낀다. 일찍이 토마스 칼라일
(Thomas Carlyle)은 『의상철학』(Sartor Resartus)에서 외면에 치중한 댄디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
다: “의복은 우리에게 개성, 신분 그리고 사회조직을 주었다. 의복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으
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옷걸이’로 만들려고 위협한다”(85). 리차드 휘트먼은 슈트라는 의복을
통해 돈 드레이퍼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외면은 동시에 그를 텅 빈 주체, 즉 일종의 옷
걸이로 만든다. 바로 여기에 드레이퍼가 느끼는 공허함과 불안의 기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
복적인 자기계발을 통해서 항상 외면을 장식해야 하는 현대인의 삶의 한 초상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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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 토머스의 숨은 신 찾기: 언어와 현현
김 명 진
(영남대학교)

I
숨은 신은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성경에서의 숨은 신은 “스스로 숨기시는 신”(이사야 45:15)이지만,
“희랍어에서는 ‘인간이 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한다”(Michael M. Nikoletseas 23). 신
이 스스로 숨어 계시든, 인간 인식의 한계로 신을 보지 못하든 여전히 인간은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신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고, 신과 우열을 다투면서 늘 신과 함께 했
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 숨은 신은 철학자에게는 궁극적 삶의 사유의 원천이
되었고,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력과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숨은 신은 믿음을 맹목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과학적 이성의 시대의 가치관에 위배되어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는
현대인에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윈틀(Justin Wintle)은 현대철학이 넓게는 서로 상반된
두 방향으로 향하여 하나가 신을 “관념”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존재의 질서”로 간주하는
신인데, 전자의 입장에서 신은 설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용지물이자 케케묵은 농담거리로 전락
했고, 후자의 입장에서 신은 물리학의 법칙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413).
이와 같이 숨은 신은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로, 소위 과학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게 되었으며, 신앙인들조차 인내와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의심과 믿음을 반복하며, 명상과 상상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추상적 존재가 돼 버렸
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R. S. 토머스(R. S. Thomas, 1913-2000)는 영국 성공회 신부이자 시
인으로 현대문명 속에서 이러한 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작품을 평생에 걸쳐 남겼다.
토머스는 숨은 신을 찾을 때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고,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하려 노력했다. 윈틀에 따르면, “토머스는 신의 객관성과 자신의 삶을 재확립하고자 노
력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의 객관성이 사라져 퇴폐해졌으며, 그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었다(373).” 그는 “‘신을 본 적 있고 누가 신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까?’라고 말하
며 신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문제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Morgan
17).
그러나 토머스는 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신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역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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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시인은 부정을 통해 숨은 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인간의 언어로 신을 설명할 수 ‘없
고’, 육안으로 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자연히 인간의 언어가 신을 부정하도록 한다. 설령 신
의 존재를 긍정한다고 해도 그를 명확하게 규정짓고 드러낼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모건은 “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경계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 은유, 비
유를 통해서만 ‘신’을 부를 만한 언어를 찾을 수 있다”(18)라고 주장한다. 그는 “신을 ‘스스로 존
재’하며 불가지한 존재로서,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유사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기독교
의 신관”(18)에 대한 논거로 삼는다.
이러한 관점이 자칫 신을 드러내기에 인간 언어는 결함이 많고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결론으로 이르게 하지만, 오히려 시인은 언어가 가진 한
계적 상황 즉 언어의 불완전성, 일시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역설한다. 신은 인간 언어의 속성
과는 대조되어 완전함과 영원함의 속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토머스가 이러한 인간 언어적 관점에서 분석한 숨은 신의 언어 속성이 무엇인
지를 작품분석과 비평가들의 의견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며, 그가 시에서 드러내는 신의 존재양식
을 통해 숨은 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자 한다.

II
흄(David Hume, 1711-1776)은 자신의 저서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1779)에서 신의 본성을 두고 “인간의 이해력은 불완전해서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아는 바도 없다. . . . 신성한 암흑을 밝히려는 것은 불경한 짓”(32-33)이라고 천명한
다. 인간의 언어와 오성(悟性)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개념적 진리 밖에 있는 신을 온전히 이
해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필립스(D. Z. Phillips)는 토머스가 이러한 철학적 사색에 영
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xvill). 그럼에도 시인은 성직자로서의 사색에만 머물지 않고, 인
간의 언어를 객관적 도구로 삼아 대담하게 숨은 신을 찾고자 노력했다. 시인은 자신의 산문, 「단
어와 시인」(“Words and the Poet,” 1964)에서 언어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단어에 관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언어의 기본 요소라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발화는 소리나 외침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언어가 아닌데,
소리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단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밖의 것
에 대한 기호가 아니다. 단어의 중요성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지금 꼭 있지 않은 것에 관
해서도 의미전달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어가 관념적 사고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러
한 방식이며, 그것은 자체로 높은 수준의 문명에 대한 표시이다. (Selected Pros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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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어의 중요성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지금 꼭 있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의미전달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인은 인간의 언어를 다른 어떤 수단보
다 정신 활동의 중요한 매개체로 간주한다. 언어가 “관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정신
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로써 신의 관념으로까지 인식의 범위
를 확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언어가 신의 관념을 인지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시인에
따르면, 신의 “기호는 모든 언어에 있기도 하고 / 어느 언어에도 없기도 하기”1) 때문이다. 신은
인간이 언어로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듯하다. 시인은 「신의 영화」(“The
Film of God”)에서 “무슨 언어로 / 신이 말씀하시지?”(CP 360)라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바
로 다음 시 「부재」(“The Absence”)에서 시인은 “내 구식의 언어를 현대화시켜도, /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CP 361)라고 답변한다.
인간의 언어는 마치 야생의 사자를 길들여 가두려는 조그만 우리와도 같다. 신은 인간 언어의
범주 훨씬 밖, 야생세계처럼 광활한 곳에 있으며, “우리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 신이 그렇게
숨 쉴 거라고 상상하지만 / 숨 쉬고 돌아오지 못할 방대함에 고뇌”(CP 358)해야 할 존재이다.
시인은 스스로를 “시간 밖에 있는 것을 / 시간 안에 찾는 / 나는 구도자”(CP 340)라고 고백하고
있다. 어쩌면 시인이 고백하는 그 지점, 즉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신
은 자신의 존재함과 그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지 모른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는 그의 소설, 「바벨의 도서관」(“The Library of Babel”)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한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거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서툰 나의 손이 어느 책 표
지에 아무렇게나 갈겨 쓴 알아볼 수 없이 비뚤비뚤한 글자들과 책 본문의 체계적인 글자
들, 즉 정연하고 진한 검은 색이며, 따라 할 수 없을 만큼 균형 잡힌 글자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Labyrinths 52-53)

보르헤스의 주장은 인간의 언어가 신을 가늠하기에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
게 한다. 하지만, 본래 인간의 언어는 신의 언어와 같았을지 모르는데,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
와는 그들의 언어로서 신과 직접 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언어 또한 신의 창조물이었으므로 자연
의 법칙을 따르고 그것의 원리대로 작동됐을 것이다.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84)는
그의 저서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 1966)에서 다음처럼 주장한 바 있다.

1) 이하 본고에서는 『시선집』(Collected Poems: 1945-1990)의 시 인용은 CP로 약칭하고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할 것임. 시의 번역은 노저용 교수의 번역서, 『21세기 최고의 웨일즈 시인: R. S. 토마스 시집』 제1
권과 제2권을 참고하였다. (324)
R. S. 토머스의 숨은 신 찾기: 언어와 현현 (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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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었을 때 본디 언어는 사물과 유사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
하고 투명한 사물의 기호였다. 힘이 사자의 몸통에, 패권(覇權)이 독수리의 시선에 옮겨지
고, 행성의 영향력이 인간의 이마에 표시되듯이, 명칭은 지칭되는 사물에 유사성의 형태
로 놓여 있었다. 이러한 투명성은 인간에 대한 징벌의 일환으로 바벨탑에서 파기되었다.
언어의 일차적 존재 이유였던 사물과의 닮음이 앞서 사라짐에 따라서만, 언어들이 서로
분리되어 양립 불가능해졌을 뿐이다.(71)

데이비스(William Davis)가 언어는 상징이며,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주장한 적 있는
데(43), 바로 이 과정에서 “[언어의] 암시는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말해지고 있는 것을 상대
화하고 손상시킬 수 있다”(Rowan Williams, “‘Adult Geometry’: Dangerous Thoughts in R. S.
Thomas,” 86). 한편, 윌리엄즈에 따르면, 토머스는 “사고하고/말하는 정신”은 그것이 자연법칙의
구조 안에서 주어진 형식을 맞추지 못하면, 역설적 자기 발견이나 초월적 삶의 구조에 대한 명상
을 시작할 때 자기 영상화(self-imaging)의 가능성을 거부한다고 생각한다(86). 즉, “사고하고/말
하는 정신”이 이미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투명성이 파기돼버린 언어를 가지고서는 신의 “자기
영상화”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언어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는 척도가 되고,
신을 명상할 때 비극적 사고를 파생시키는 한계선의 역할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토머스는 신과의 관계를 불통으로 만든 언어적 인식의 한계와 그로 인한 비극
을 숨은 신의 반증으로 보고, 언어가 더 이상의 의미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치열하게 숨은
신과 그의 속성을 알아내려 한다.

III
윌리엄즈(Rowan Williams)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름답고, 정당하며, 동경과 숭배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고 부재와 불확정성을 인정할 때 비
로소 진정한 신의 모습을 드러낸다”(“R. S. Thomas and Kierkegaard,” 211)라고 주장한다. 신을
우리의 기도와 청원을 듣고 설명식의 답변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한, 인간의 종교적 통찰은 불
가능할 것이다. 필립스(D. Z. Phillips)는 “토머스에게 신을 안다는 정의는 아주 다른데, 시인은
신을 알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신이 적절한 곳에 현현할 것으로 생각한다”(83)라
고 설명한다.
친구여, 내가 말했었지.
인생은 종교를 위해서는
너무 짧다고. 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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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을 바치는데
시간이 걸리지. (CP 214)

이 시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제물”은 자기희생, 곧 ‘자기부정’에 속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마가복음 2:22), 자신의 주장이나 가치관 또는
욕망, 권리를 버리고 자신을 비우는 희생이 따른 후에야 신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인은 「물고기자리」(“Pisces”)에서 신을 송어로 육화시켜 인간에게 희생당하는 모습을
노래한다. 자연의 통합성을 암시하는 이 시에서 시인은 자기희생과 자기 부정을 하는 신의 모습
을 묘사한다. 송어의 부드러운 살 속에는 아름다움과 장미는 물론 생채기를 내는 이빨이 있다.
즉 송어는 인간에게 양면적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송어는 인
간의 양식이 되어 인간을 살리고 회복시켜 행복의 길에 다다르게 한다. 시인은 신성이 이러한 송
어에게도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며, 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생명이고 행복이며, 삶의 양면
적 속성들이 충돌하며 나아가는 실제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누가 송어에게 말했나요?
너는 성금요일에 죽어
한 남자와 그의 어여쁜
아내가 먹을 음식이 될 것이라고.
그것은 나였지 라고
부드러운 살과 생채기를 내는
이빨을 갖고 장미를 만드신 그분,
신이 말씀하셨다. (CP 63)

IV
지금까지 토머스의 시를 통해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 문학적 시선으로 그가 탐색한 숨은 신
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시인은 숨은 신을 탐색하기 위해 믿음과 의심을 반복하며 교회, 교
구민, 자연, 예술, 인간, 과학 문명 등의 모든 영역을 통해 신을 찾으려 했다. 그는 숨은 신을 명
상하고 그 존재를 사유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의사소통 도구이면서 고유의
능력인 언어라는 프리즘을 통해 숨은 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즉, 시인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신
의 언어를 직관하고 통찰하려 했다. 언어적 기능에서 보면 숨은 신은 불통의 신이거나 인간의 말
을 듣지 못하는 신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면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언어의 프리즘을
통해 ‘말 없는’ 숨은 신이 ‘침묵’이나 ‘거리’와 같은 추상적이고 명상적 속성을 지녔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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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불통’이나 ‘듣지 못함’처럼 신의 속성을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정의 내
려서 오히려 인간의 ‘불통’과 ‘듣지 못함’에 관한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한 편, 시인은 인간을 고통의 세계로 몰아넣는 신을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 또한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다. 웨일즈의 산골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
는 자신의 교구민들이자 농민들 그리고 무관심하게 숨어 있는 신 사이에서 토머스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웠을 것이다. 성직자이기도 했던 그가 누구보다도 더 숨은 신을 입증하고 드러내어
절망했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인간의 지
식만으로는 숨은 신을 인지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인은
신의 무한함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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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구동사의 유형에 따른 음향음성학적 연구
임 신 영
(영진전문대학교)

I. 서 론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 하나가 구동사(phrasal verb)의 사용이다. 구동사는 동
사와 전치사 혹은 동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독특한 의미와 문법적 단위를 형성한다. 일상생활에서
구동사의 사용이 필요하나 구동사의 경우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동사의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구동
사의 의미 파악이 되고 있다면 구동사와 전치사동사를 발화하는데있어 의미전달을 위해 사용되
는 음성학적 매개변수가 무엇이며 화자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구동사와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의 다양한 환경을 통해 실험을 통한 음향음성학적 연구를
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영어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부사와 전치사의 강
화현상을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구동사와 전치사동사의 부사와 전치사의 위치가 음성 실현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힌다. 구동사의 강화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구동사(동사+부사, 동사+전치사)의 모
음의 지속시간과 강도를 측정하고 부사나 전치사 앞의 휴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선행하는 동사
혹은 명사와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매개변수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미국인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음성적 강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구동사는 동사 단어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붙여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영어문
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효과적인 표현방식이다. 구동사 중에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것은 목적
어가 명사인 경우는 그 위치가 부사 뒤에 와도 되고,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올 수도 있다. 일반
적으로, 동사가 타동사(transitive)라면, 일반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반대로 동사가 자동사
(intransitive) 라면, 분리가 불가능하다. 구동사의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첨사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구동사의 구성요소인 동사의 목적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자
동사형과 타동사형으로 나누고 있다(Palmer,1987; Quirk,etal.,1972).
1) 동사 + 부사
a. 자동사 (Hours go by without saying a word.)
b. 타동사 (He ran up the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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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 + 전치사
a. 자동사 (He ran up the hill.)
b. 타동사 (I forced some water on him.)
3) 동사 + 부사 + 전치사
a. 자동사 (I run around a lot with Prince.)
b. 타동사 (I screw money out of him.)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부사구의 부사의 위치에 따른 음성 실험을 구상하도록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영어 동사구에서 부사의 문장 내 위치가 음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음의 지속시간, 모음의 강도, 휴지와 같은 음향적 매개변수를 측정하여 부사의 음성적 강화와
전치사의 약화의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미국인과 한국인 화자의 집단간 분석을 통해 구동
사와 전치사 동사의 음성적 살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실험 방법
실험은 모두 여성 화자이고 미국인 화자와 대구 경상 화자가 대상이다. 미국인 화자 10명과
한국인 화자 15명으로 구성하여 총 25명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인 화자는 미국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20대와 30대 화자로 구성하였으며 대구에 소재한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 대
구 화자는 K대학에 재학 중이고 대구 지역어를 구사하며 영어 성적이 중상 이상인 학생으로 구
성하였다.
실험 대상은 부사구와 전치사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구성하였고, 단어를 선정하였다. 피험
자들에게 평상시 대화하듯이 영어 문장을 발화하도록 요청하였고,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의미
파악 및 연습 발화한 후 녹음을 실시하였다.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문장에 동사와 불변화사,
동사와 전치사의 위치가 표기된 실험문장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두 번씩 발화하도록 하
여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발화된 문장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험 문장은 발화 속도
를 맞추기 위하여 노트북에서 5초 단위로 화면이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하였다. 문장은 무작위
순서로 두 번씩 발화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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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어 실험 문장

유형1

유형2

유형3

구동사
[PUT the hat ON] today.
[LOOK the answer UP] today.
[KEEP my toy IN] today.
[PUT ON] [the friend].
[LOOK UP] your answer.
[KEEP IN] my mind.
[LOOK UP TO] [the teacher].
(=respect)
I [LOOK DOWN ON] [the student].
(=disdain)
I [MAKE UP FOR] [lost time].
(=compensate)
I
I
I
I
I
I
I

I
I
I
I
I
I

전치사 동사
[PUT the hat] [on the desk].
[LOOK the answer] [up the book].
[KEEP the hat] [in the box].
[TALK] [on my friends].
[LOOK] [up the hill].
[KALK] [in the house].

I [WENT UP] [to the roof].
I [LOOK DOWN] [on the lake.]
I [DRESS UP] [for the party.]

실험자료는 18개의 문장의 ‘동사와 불변화사’, ‘동사와 전치사’가 분석 대상이다. 각 문장의 모음
36개의 모음의 지속시간, 강도값이 측정되어 62개가 측정되었다. 18개의 문장에서 불변화사와
전치사의 선행하는 휴지의 구간이 측정되어 18개의 측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유형1과 유형2의
부사구의 부사의 위치에 따른 강화의 차이를 살펴보기위해 6개의 명사의 모음의 지속시간과 강
도값이 측정되어 12개가 측정되었다. 각 화자마다 총 92개의 매개변수가 측정되고 10명의 화자
가 발화하여 총 측정 개수가 920개가 측정되었다1). 녹음은 방음부스에서 소니사의 녹음기를 이
용하였고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모음의 구간은 영교차점을 기준으로 F1
의 포먼트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후행 자음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측정하였다.
강도는 모음의 최고점을 측정하였으며 휴지구간은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간을 설정하였다. 구동사의 동사와 부사는 매개변수값을 이용하여 부사의 위치에 따른 유형별
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
고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3.1 부사구 유형1과 유형2의 비교
부사구에서 부사의 위치에 따른 부사의 모음의 지속시간과 강도값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표
는 미국인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구동사의 모음의 지속시간과 강도값을 나타낸 것이다.

1) 향후 미국인 화자와 한국인 화자 중 15명이 추가로 측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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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형에 따른 부사의 모음의 지속시간(ms)과 강도(dB)
모음의 지속시간
미국인
유형1
동+명+부

유형2
동+부+명

강도
한국인

미국인

한국인

put_on

94

140

180

52

57

105

74

75

76

74

77

75

look_up

59

89

117

59

81

76

77

73

77

75

79

77

took_off

73

138

85

88

79

90

76

73

78

76

78

77

평균

75

122

127

66

72

90

76

74

77

75

78

76

put on_

63

164

148

58

93

108

76

75

77

74

76

69

look up_

55

106

135

58

74

86

77

76

79

74

77

73

took off_

62

77

140

88

100

79

75

76

79

76

78

73

평균

60

116

141

68

89

91

76

76

78

75

77

72

모음의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미국인 화자의 경우, 유형1에서 명사보다 부사의 모음의 지속시간
이 더 길고 유형2에서 명사의 지속시간이 더 길다. 유형2에서는 부사보다 명사의 모음의 지속시
간이 더 길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 유형1에서는 부사의 모음의 지속시간이 명사보다 더 길어 미
국인 화자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유형2에서는 부사와 명사의 모음의 지속시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각 유형별 두 화자집단 간의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유형1에서 미국인 화자는 49(명):51
(부) 한국인 화자는 44(명):56(부)의 비율로 미국인 화자와 같이 부사의 모음의 지속시간이 더
길지만, 미국인에 보다 명사에 대한 부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유형2에서는 미국인 화자가 45
(부):55(명)의 비율로 한국인 화자는 49(부):51(명)의 비율로 미국인 화자는 구동사에 후행하는
명사의 모음의 지속시간을 더 길게 발화하였다.
강도값을 살펴보면, 미국인 화자의 경우, 모음의 지속시간과 마찬가지로 유형1에서 명사보다
부사의 강도값이 더 크고 유형2에서 명사의 강도값이 더 크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 유형1에서는
부사보다 명사의 강도값이 더 크고 유형2에서도 명사의 강도값이 더 크다.
각 유형별 두 화자집단 간의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미국인 화자는 49:51로 유형1에서는
부사가 51%이고 유형2에서는 명사가 51%를 나타낸다. 한국인 화자는 51(명):49(부)의 비율로
미국인 화자에 비해 명사보다 부사를 더 길게 발화하였다. 유형2에서는 한국인 화자는 52
(부):48(명)의 비율로 미국인 화자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동사의 부사의 위치에 따른 매개변수값의 차이를 통해 유형1에서는 모음의 지속시간과 강도
값을 통해 구동사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유형2에서는 명사가 강조되어 모음의 지속시간과 강도
값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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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사구와 전치사구의 유형별 휴지구간
<표 3> 미국인 화자의 부사와 전치사 앞의 휴지구간
구동사

전치사 동사

Type1

Type2

Type3

Type1

Type2

Type3

on

39

22

37

120

32

130

up

30

13

25

126

23

138

in

38

2

21

122

22

126

Mean

36

12

28

123

26

145

구동사의 부사 앞의 휴지 구간을 살펴보면 미국인의 경우, ‘T2: 동사+부사’의 휴지구간이 가장
짧고 다음으로 ‘T3: 동사+ 부사+ 진치사’, T1: 동사+명사+부사의 순서로 부사앞의 휴지구간이
차이가 나타났다(T1>T3>T2). 구동사 안에서도 동사+부사의 형태가 구동사의 결속력이 가장
크다. 전치사의 휴지 구간을 비교해 보면 ‘동사+ 전치사’의 휴지구간이 가장 짧고 ‘명사+전치사
+명사’, 동사+불변화사+전치사의 경우 전치사 앞의 휴지구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T3>T1>T2).

IV. 결 론
구동사의 유형1 ([PUT +명사+ ON])과 유형2( [PUT ON]+명사 )에서, 유형1의 동사와 부사가
유형2의 동사와 부사보다 모음의 지속시간과 강도값이 더 크다. 따라서 유형1의 경우 동사를 강
조하고 있고 유형2의 경우 명사를 강조하고 있다. 구동사에서 부사앞의 휴지구간이 동사와 불변
화사가 붙어 있을 때, 휴지의 구간이 짧아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의 결속이 더 강하다고 해석된
다. 전치사동사에서는 전차사+명사가 같은 PP의 구성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와 더 결속이
되어 있어 선행하는 명사와의 휴지구간이 부사구에 비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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