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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대중문화 이야기 2: La La Land, 시적 언어의 혁명*1)
2)이

정 화**
(경일대학교)

“It’s like a two-hour escape, but it reminds you of the hope and importance of
creativity, or of still dreaming.”
Emma Stone

I. 서 론
II. La La Land에서 해방되는 관객들의 감정 노동
III. 감성에 더해진 의미: 젊은이들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다
IV. 바르트식의 몸으로 읽기: 대중과 공감하고 교감하는 즐거운 ‘몸’의 쾌락과 음악
V. 결 론

I. 서 론
21세기의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의 대두로 인하
여 대중문화의 양상도 급변하면서 진화해가고 있다. 이에 헐리우드 영화들도 그 전개 방식에 있
어서 기존의 흥행 공식이라 할 수 있을 정형화된 문법1)과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를
드러내는 방식들에 있어서 변화를 감행하고 특히 블록버스터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전면화
함으로써 고전적인 내러티브를 탈피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사회에 대한 풍자와 더불어
‘지금 여기’보다 나은 현실 개혁의 의지를 투사한다.2) 쇼트나 장면들은 상호 믹스매치(mix
* 본 발표문은 필자가 박사 후 제 2 전공 학위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영화학 박

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미리 2017 신영어영문학회 봄 학술대회를 통해 미리 소개, 요약 발제하는 것입
니다.
** 이정화(경일대학교 조교수)
1) 헐리우드 영화의 정형화된 문법이란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구도에 순응하는 전개 구도의 양상 전반
을 일컬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일된 양식은 다양한 양식의 영화 전개 방식을 방해했으며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와 전개 방식을 추구하는 인디영화 양식의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2) 이를테면 한국 영화의 경우에도 역대 한국 영화의 흥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명량>(2014), 2위의
<국제시장>(2014), 3위의 <베테랑>(2015)을 보아도 한국 관객들이 스크린 위에서 교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교감하고 싶은 우리 역사의 한 단편이며 그 가운데 발견하고픈 한국인으로서의 자화상 그
자체임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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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되고 시공간은 타임슬립(time slip)이 되어 관객들은 영화가 전개하는 빠른 시공간에 집중
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 이에 최근에 상영되는 헐리우드 영화들은 관객의 정서적 상태가 영
화의 몰입도에 심취하도록 하기 위해 감성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이러한 순간을 조작하기에 이르
렀다. 때로는 뉴로 시네마(neurocinema)라고도 일컫는 급변하는 영화 매체의 변화는 실시간으로
영화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할 때 일어나는 뇌파의 변화를 기능성 MRI 장비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새로운 감성 효과의 생산은 대중문화를 즐기는 대
중의 감성과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스펙터클의 생산’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영화 제작 방식과 이론들이 의식에 대한 주입이나 인지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영화들이 일으킬 관객들의 지각 효과의 변화나 몸의 반응에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제임
슨(Fredric Jameson)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지각의 중심은 인지적
기관인 머리보다 몸의 감각적 울림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고(53-54) 샤비로(Steven Shaviro)
는 영화는 현대 사회에서 감성 생산을 담당하며 감성을 통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2-3). 또한 벨러(Jonathan Beller)는 영화나 영상 미디어가 마치 기관 없는
신체처럼 탈영토화된 맥락에서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을 발로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한다(1-13). 이
처럼 감성의 생산적 효과는 이에 주목하는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감정 노동3)의 해방과 감정
해방을 통한 대중의 위축된 정서로부터의 탈주를 추구하기에 이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급변하는 대중문화의 상황을 반영하는 영화들 가운데 2016년에 개봉된
<라라랜드>(La La Land)를 고찰해봄을 통하여 이 작품이 관객들과 어떠한 공감대로 소통하고 있
는지, 그리고 그러한 소통은 어떠한 대중문화로서 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라랜드>는 2017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요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고 오스카상 후보에
도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된 우수한 흥행 실적을 올린 작품이다.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그 누구도 <라라랜드>가 이렇게 흥행과 작품성에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3) 감정 노동에 대한 정의는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저서 『감정 노동』(The Managed Heart)에
서 언급한 개념으로 그녀는 서비스 사회에서 고객과 대면하거나 고객의 감정 생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
동 업무가 필요한 경우, 혹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위해 그들의 감정을 통제할 때 감정 노동
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개인만의 특수성을 지닌 감정이 노동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상품화되면서 감정을
노동의 수단으로써 사용해야하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소외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감정
노동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이나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등의 심
리적,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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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a La Land에서 해방되는 관객들의 감정 노동
<라라랜드>를 감독한 차젤레(Damien Chazelle)는 현대 사회의 시대적 의미를 오락적인 재미
로 풀어내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며 2009년에 데뷔 이후 7편의 영화에 각본 및 연출에 참여하
면서 짧은 시간에 뮤지컬 코미디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감독으로 헐리우드 영화사에 획을 그은
감독이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 자본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야 세계적 흥행에 성공해왔지만 차젤레의 색다른 창의적인 시도는 새로운 장르 컨벤션 창
조와 흥행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라라랜드>에서 차젤라가 고안해내는 특유의 사
실적이고 흥미로운 인간 이해와 세밀하게 구성한 영화적 구성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공감과 감동
의 순간들과 마주하였다.
그렇다면 대중은 왜 50-60년대 MGM 뮤지컬의 오마쥬와 같은 뮤지컬 코미디 영화에 공감하게
된 것일까? 비교 문화적인 입장에서 잠시 우리나라의 흥행 감독인 류승완 감독의 영화를 살펴보
면 관객들은 류감독의 액션 장르가 주는 장르 쾌감과 영화적 재미를 통하여 한국 사회만이 지닌
문제의식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고 이들의 문제제기에 상당한 공감을 하게 된다. 이점이 바로
<라라랜드>가 흥행하게 된 원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라라랜
드>의 경우에도 비록 그 배경은 화려하지 않고 등장인물들도 대게 초라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 성공하지 못한 소시민의 인물들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개인이 풀어갈 수 없는 무기력한 좌절
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라랜드>는 이러한 다소 무
겁고 우울한 주제 속에 유쾌한 뮤지컬이라는 대칭적인 부딪힘을 통하여 불편하면서도 유쾌한 모
순적인 쾌감의 관람의 미학을 관객에게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어려
운 로스앤젤레스의 젊은이들이 고뇌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유쾌하게 그려내는 과정들은 관객
들의 현실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가까이 다가간다. 관객들의 현실에 서서히 다가간 <라라랜드>
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라라랜드라는 시공간으로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한다.
대부분의 영화평론가들이 다미엔 차젤레의 영화 <라라랜드>를 89회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오스카 상에 충분히 희망
적인 표들을 던질만큼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희망찬 주제적인 장면들이 영화 가운데 상당
히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보편적인 주제인, 라라-러브가 있습니다.
Most film critics have praised Damien Chazelle’s “La La Land,” with most predicting it
will be the dark horse to beat at the 89th Oscars. There are enough hopeful thematic
scenes to hit the right cord with voters, and then there is the universal theme, la
la-love.
(Sandova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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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도벌의 상기 인용처럼 <라라랜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정서이자
욕구인 사랑과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지표에 자신을 맞추어 살
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때로는 망각하며, 사회화된 표정과 복장으로 자신을 길들이는 소위
감정 노동에 길들여져 있다. 이 와중에 <라라랜드>가 펼쳐가는 텍스트의 유희는 관객들에게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라라랜드>의 유희성이 제공하는 감
정의 해방은 관객들이 일상의 무미건조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간접 경험의
장을 마련한다. 인식론적 패러다임에서 감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감정 노동으로부터
해방은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기표에서 탈주하여 열린 체제로 추구해가는 과정 전반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열린 감성은 관객의 지각을 확장하여 마치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주장하는 관객
을 사로잡는 촉각적 공감대(a tactile quality)의 영역으로 이끈다.
실재로 <라라랜드>를 관람한 전 세계의 20대의 청년들은 주인공의 좌절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춤과 노래에는 흠뻑 빠져들었다고 고백
하였다. 젊은 관객층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세계의 관객들이 <라라랜드>에 열
광한 점은 바로 관객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인생의 의미를 대리 제공하는 보상적 효과로 인한 긍
정적인 에너지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라랜드>의 등장인물들이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들은 부정할 수 없는 관객 자신의 모습이자 현실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시민들의 모습
들을 담은 파편적 자아들인 것이다. 마치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영화들의 대부
분이 6.25 전쟁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가 추진되었지만 민주의식이 부족했던 성장 위주의 역사적
상흔을 살아가야 했던 한국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상황들을 정확히 진단해주기에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등장인물들만의 것이 아닌 관객들을 대변하였고 한국적인 공감의 블록버스터
가 된 점과 흡사하다.
흔히 ‘라라랜드’는 환상적인 꿈의 세계나 비현실적인 시공간을 상징하며 영화나 TV 산업에서는
로스엔젤레스, 헐리우드, 남캘리포니아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사용된다. 상상의 공간이자 꿈의 공
간인 라라랜드에서 등장인물들은 오히려 더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모순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관객들은 자신들의 현실과도 흡사한 그 공간에서 등장인물들과 상징적 상호작용4)을 통하여 소통
하는 지점들에 대해 묵시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현실과의 타협
이나 단절이라는 물질만능 위주의 현실을 너머 스크린을 통해 상상해보는 현실 개혁에 대한 의지
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행복한 고뇌에 사로잡힌다. 캘리포니아라는 아메리칸 드림 신화가
아직도 상징적 기호의 코드로서 작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무대 위에서 관객들은 등장인물들과 더
불어 극적 몰입에 몰두를 하면서 주체의식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4)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미드(George H. Mead)이며 본 연구는 그의 이론을 관
객이 스크린의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읽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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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성에 더해진 의미: 젊은이들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다
프라이(Northrop Frye)는 여러 희극 작품들이나 사실주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주변의 관객
과 같은 처지이거나 그보다 지적인 능력이나 힘이 미약한 인물들로 등장하게 하는 하위모방적인
양식을 통하여 주인공과 관객이 극적인 개연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92-110). 메이로위츠
(Joshua Meyrowitz) 또한 많은 계층들이 공유하는 관점의 평등한 차원은 소외된 층위의 계층들에
게 평등을 제공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132). <라라랜드>의 카메라도 이러한 하위모방
양식처럼 하층 계급의 삶 속으로 카메라를 비춘다. 재즈를 좋아하는 취향을 지닌 세바스찬
(Sebastian, Ryan Gosling)과 미아(Mia, Emma Stone)는 우연히 허름한 캘리포니아의 식당에서
조우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서 서로 함께 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꾼다.
그동안의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은 미국이 지니는 세계 사회에서의 패권과 물질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였으나 <라라랜드>는 인생에서 누구나 젊은 시절에 꿈꾸는 희망 속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본다. 그리고 상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박탈감에 가난한
소시민들이 물질적인 가치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사랑과 꿈을 찾아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교차편집 양식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편집의 양식은 이들이 비록 가난한 소시민으로 등장하지만 계절의 순환처럼
이어지는 이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강인한 인격을 만들면서 성장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클로즈
업 샷(close-up shot)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들이 선사하는 음악과 춤을 통해 이들
의 확장된 공감각적 정서와 마주하고 관객들의 삶의 공백에도 훈훈함을 채워준다. 이것이 바로
감성에 더해진 의미화로서 <라라랜드>의 주인공과 더불어 관객은 그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
뇌하면서 순수한 예술애와 사랑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놀이로써 즐기고 있는 것이다.

IV. 바르트식의 몸으로 읽기:
대중과 공감하고 교감하는 즐거운 ‘몸’의 쾌락과 음악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국정 농단의 현실을 일컬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비유가 종
종 사용되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극적 리얼리티는 영화 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시청
각적 차원에서의 자극의 효과에서 비롯되며 그 박진성은 현실적인 삶의 박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이를테면 음향 효과, 미쟝센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 여러 이
미지들의 나열을 통한 몽타쥬 효과 등에 대해 샤비로는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 현실이 영
화처럼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64).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에서 주인공이 몰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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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상영되던 영화를 바라보던 장면들만이 영화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개인 매체로 확산되고 개별화된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중의 일상에서까지 영
화가 행사하게 된 이러한 파장력은 맥루한(Marshall Mc Luhan)의 주장처럼 대중들의 심도 깊은
현실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들이 만들어갈 대중문화 형성을 불러일으키는 동인이 된다(31).
<라라랜드>는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이 가상의 공간이자 허구의 세계이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처럼 관객들이 공감하고 몰입하는 ‘지금, 여기’는 관객들에게 더 이상 허구의 세계가 아닌 현실을
만드는 참여의 공간이 된다. 세바스찬과 미아가 삶의 낭만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써 헐리우드 언덕
(the Hollywood Hills) 위에서 추는 춤은 이 가운데 흘러나오는 음향 효과와 이들이 추는 춤이
보여주는 촉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하여 관객의 시청각적인 경험을 강화시킨다. 대단한 특수 효과
하나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세트를 만들 수 없어서 좁은 공간에서 오버 더 숄더
(over-the-shoulder) 쇼트를 촬영하기 위해 거울을 가져다가 거울 반사로 촬영을했던 헐리우드의
40년대 제작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이 장면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보다는 인물이나 사건 중
심으로 영화를 충실하게 구현하자는 새로운 노력의 방식으로 관객의 흡입력을 이끌어내었다. 이
들이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하여 언덕 위에서 추는 활기찬 춤은 소시민들의 주눅들고 트라우마
로 억압받은 모습들을 분출하는 활로가 되면서 영화는 극적 전개의 활력을 맞이하고 이들의 사랑
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사진 1: 헐리우드 언덕에서 춤을 추는 세바스찬과 미아의 즉흥적인 춤을 보여주는 롱 테이크)

이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남다른 재미와 기대 이상의 대중적, 비평적 호평을 받은 <라라랜드>
는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뮤지컬과 코미디의 장르 결합을 통하여 2016년에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꿈많은 젊은이들이 극적 리듬을 형성하면서 창조하는 극적 리얼리티는 어
떠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 없이도 모두 극적 클라이맥스가 되어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흥행을 주도하는 감독들이 작품 연출에서 대중적 호평이나 혹평을 미리 걱정하면서 실패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차첼레 감독의 경우에는 <라라랜드>의 연출 동기가 단순히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루고자 했던 순수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
러는 가운데 차젤레 감독은 자신이 하고 싶어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고도 공감력있게 운율의
6

2017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시적 언어를 사용하여 그 시적 언어들을 풀어간다. 이러한 ‘시적 언어의 혁명’은 언제나 마음속으
로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대리만족적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계를 창조한다.
이처럼 <라라랜드>가 구현해낸 세계는 단순한 현재의 재현에 있지 않고 지금의 동시대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에 관객들은 그 영화적 리얼리티에 더 심취하게 된다. 세바스찬과 미아가 연기
하는 예술적인 인생에 대한 고집은 현실적으로는 무모해보이지만 이렇게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열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관객들은 앞으로 그들의 미래도 달라지고 그들이 직
면한 현실적 고민들도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다.5)
처음부터 관객을 사로잡은 오프닝 신은 차가 꽉 막힌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기다림
에 지친 운전자들이 모두 차 밖으로 나와서 흥겹게 춤을 추고 함께 노래를 하는 모습이다. 어떠
한 극적인 전개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조화로운 율동으로 노래하는 즐거운 몸짓
은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가 상영된 단 5분 동안 극적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도록 이끌고 그들의
몸도 이들처럼 물리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바르트(Roland Barthes)가 정의하는 ‘몸으로 읽
기’(reading with the body)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객은 운전자들과 더불어 답답
한 로스엔젤레스 도로를 탈주하고 싶은 충동을 흥겨운 노래와 춤을 통해 더불어 느끼면서 몸으로
느끼는 쥬이상스(Jouissance)의 영역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들은 비록 갑갑한 도로 위를 벗어날
수는 없었으나 도로 교통 너머에 존재하는 기쁨과 쾌락을 발견하였으며 등장인물들과 관객은 그
시간동안 같은 시공간에서 공통의 교감을 공유하게 되었다.

(사진 2: 실제로 로스엔젤레스의 고속도로에서 촬영한 <라라랜드>의 흡입력있는 오프닝 장면)

비록 영화의 결말은 미아는 배우로서의 꿈을 찾아 프랑스로 떠나고 세바스찬은 재즈 카페를 개
업하여 성공하였지만 미아는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연히 미아가 찾은 재즈
5) 다시 한번 한국 영화와의 비교에서 <베테랑>에서 서도철 형사(황정민)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
냐?”를 분석해보면 이 대사는 금수저 흙수저 사회로 이분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로 전락한
서민 계층이 물질만능위주와 빈익빈부익부를 비판하는 대중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대사는 한국
사회의 소시민들이 지닌 분노의 감정을 대변한다. 서도철은 소시민들의 내면의 심리를 대변해서 목소리
를 내고 있기에 관객들이 보다 서도철의 역할에 몰입하게 하고 관객들의 소시민 영웅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황정민이 연기하는 특유의 성격화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관객은 서도철과 함께 정경유착의 비리를 타파하게 될 한국 사회를 더불어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대중문화 이야기 2: La La Land, 시적 언어의 혁명 ( 이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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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세바스찬이 개업한 카페임을 알게 된 미아는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만약 세바스찬과의 사
랑이 이루어졌다면 그녀가 경험했을 모습들을 상상한다. 관객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미아
의 머리가 그려내는 감성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세바스찬과 미아가 나누는 사랑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교감한다. 이것은 바로 마수미(Brian Massumi)가 주장하는 순수한 에너지
로서의 감성의 흐름이나 감각의 확산이며, 들뢰즈(Gilles Deleuze)의 시간 이미지가 안겨주는 무
한한 시공간으로의 감성 확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의 장은 극적 결말을 열린
결말로 확장하면서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에 그들의 이야기를 남겨둔다.

V. 결 론
요컨대 대중문화란 대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대중들이 그 문화의 생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체적 과정이다. 이처럼 대중들이 상호 교감하면서 확산되고 교감을
형성해가는 감성 패러다임의 창조적인 시공간은 현실을 언제나 생성하는 유희의 텍스트로 만들
어간다.
본 연구는 <라라랜드>의 분석을 통하여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관객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과
<라라랜드>가 던져주는 가상현실과의 접합된 공간에서 공감의 장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
았다. <라라랜드>의 흥행은 대중들이 욕망하는 감정 해방의 활로를 제공한 것과 음악과 춤을 통
한 현실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영화 장르의 진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독 스스로
가 그가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와 완전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공연을 담당한 배우들도 그 영화에
모든 것을 던짐으로써 더욱 관객과 사회와 소통하는 현실을 더불어 창조하였기에 대중들은 새로
운 타자와의 만남에 상당한 이끌림을 느꼈다.
<라라랜드> 속의 등장인물들은 시대에 적응해가는 소시민들의 모습 그 자체로서 이들의 사실
감 넘치는 연기와 감독의 연출 감각은 관객들을 새로운 뮤지컬 코미디의 등장에 열광하게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장에서 관객의 몸은 등장인물들의 몸처럼 더불어 반응하면서 관객들
스스로가 영화 속의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즐기게 된 과정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라라랜
드>는 허구에서 시작된 이야기임에도 현실을 ‘현실보다 더 현실감나게’ 각색해낸 점에서 2016년
의 대중문화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의 하나로써 기록되었다. <라라랜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관객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할 여러 삶의 과정들을
유쾌한 시적 언어를 통해 그 해답을 던져주었기에 관객은 그들의 몸짓과 소리에 더불어 반응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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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이미지 벗어나기:
들뢰즈의 되기와 생성의 철학
사공 윤화
(경북대학교)

I. 서 론
들뢰즈(Gilles Deleuze)는 20세기 구조주의를 비롯한 인간의 이성중심의 사상에 근본적으로 의
문을 제기하고 전복시키며 새로운 생성의 주체를 제시한다. 그는 서양의 철학사 전체가 근본적
이데아를 가정하고 차이를 부정하는 재현적 반복의 오류에 빠져있음을 비판하며 인간의 주체성과
사유 체계에 반기를 든다. 들뢰즈는 차이들을 규범이나 형식에서 일탈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
고 무시해버리는 사유의 이미지를 비판하는 한편 차이가 잠재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내재한 긍
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철학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차이를 은폐
하고 개념적 차이로 만들어 버린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다.
차이를 긍정하는 들뢰즈의 철학적 시도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주체개념을 가정하는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플라톤부터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와 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사유의 방식은 동일자의 재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철학은 이데아라는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사유의 이미지에 빠져있다. 사유의 이미지는 초월적 가상을 전제하고 동일성의 잣대로 차이를 변
별하고 위계질서화 하는 전통적 철학의 오류이다.
들뢰즈에게 사유란 보편적 인간의 특권과 고유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본질을 가정하는 개념 내
에서의 사유가 아니라 그것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사유”(Foucault 90)이다. 차이를 긍정하
고 사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새로운 주체를 생성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긍정
적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인간의 주체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유와 되기의 과정을
통해 인간성이라는 고유한 이미지마저 벗어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들뢰즈의 주요 개념들인 차이와 사유의 이미지, 오이디푸스 비판 그리고
되기를 통한 새로운 주체생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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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들뢰즈의 사상은 이성을 중시하고 절대의 선을 가정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규칙, 의미에 관한
궁극적이고 불변의 본질이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는 실존주의와 인간 세계가 인간의 기획으로 생
산되는 것일 뿐 그 외부에 어떤 세계도 없다고 가정하는 현상학에서 출발한다. 실존주의와 현상
학은 어떠한 본질이나 기원을 가정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것이며 인간존
재는 역사적이고 세계-형성적이라 여긴다. 그러나 들뢰즈는 실존주의과 현상학에 반대한다. 이는
그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 고정되고 보편적인 본질이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인간이라는 보편
적이고 통합된 선한 자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끊임없는
되기와 생성의 과정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유기적, 잠재적, 지각 불가능한 것, 차이를 긍정하
고 수용하는 근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들뢰즈에게 사유함이란 차이를 수용하고 차이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서양 철학사는 동일성에 기초한 개념적 차이에 바탕을 두고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차이를 부정하는 재현적 반복을 통해 동일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그는 궁극적 선인 이데아만이
유일한 실재이며 이데아의 물질이나 모방 또는 재현물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플라톤적 위계
질서를 뒤집으며 오히려 이데아를 부정하고 차이 자체를 긍정하며 반복 생산되는 과정을 통한 생
성을 중시한다. 이때의 차이란 동일한 것의 반복이라는 전통적 생각이 아니라 차이 자체로부터
생산되는 힘을 가진 사고의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인 것이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주장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어
떤 순수한 존재를 가정하여 존재와 사유의 의미가 암묵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들뢰즈
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모든 사람들이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아, 사유, 존재 등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DR1) 129)며 이는 사유의 배후에 어떤 선한의지와 상식을 갖춘
순수자아를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선입견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철학의
참된 능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선한 자아라는 고정된 본질을 가정하고 기준에 맞는 생각만을
옳다고 판단하고 규정짓는 사유방식은 “자아가 자신의 모든 전제들을 경험적인 자아 안으로 돌려
놓는”(DR 129) 순환적 이미지이며 자아가 지닌 “자기동일성”의 오류이다.
따라서 코기토의 의미는 “주체 안에 있는 모든 인식능력들의 통일성을 표현하는”(133) 것이며
사유 주체의 선한의지와 사유의 올바른 본성을 전제하는 사유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
사유는 어떤 사유의 이미지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상식으로부터 기인하였으므로 사유는 항상 올
바르다고 간주된다. 들뢰즈가 보기에 이러한 철학적 전통은 명시적 명제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되

1) Gilles Deleuze, Difference and Repetition, trans. Paul Patton (New York: Columbia UP, 1994). 이하 본
문 인용은 DR로 약칭하고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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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이 전통 안에서 명맥을 꾸준히 유지해 온 덕분에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철학적
이미지는 순환적 반복만을 생성하고 차이를 무시하는 사유의 이미지에 갇혀있는 것이다.
사유의 이미지에 갇힌 사유는 “똑같은 대상을 보고, 만지고, 상기하고, 상상하고, 파악하는 것처
럼 똑같은 것으로 가정된 어떤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인식 능력들의 일치”(133)이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어떤 공통감을 요구하는 재인
(recognition)과 같다. 그러나 “대상을 재인할 때 사유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로 채워질 뿐이며
이 이미지 안에서 사물들을 제대로 알아볼수록 그만큼 더 자기 자신을 잘 재인하게”(139)된다.
들뢰즈는 통일된 주체에 의해 차이를 동일성, 대립, 유비, 유사성의 차이로 판단하고 환원시키
는 재현의 사중굴레 또한 차이를 말살시키고 반복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재현은 차이를 동일성
의 개념 안에서 차이로 환원시키고, 반복을 유사하고 동일한 부정적 반복으로 여긴다. 재인과 재
현을 통한 사유, 즉 사유의 이미지에 갇힌 사유란 이미 정해진 해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
에 개념적 사유이다. 개념적 사유란 비교를 함축하고 지각할 수 있는 범위내의 유사성에 의존한
다. 따라서 들뢰즈는 차이와 이질성을 유사성과 동일성의 신화적 형식에 종속시키는 플라톤적 사
유란 앎 그 자체의 이미지에 종속시키기 위해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DR 166).
결국 진정한 사유란 보편적 본성으로서의 사유와 공통감, 재인이나 재현이 아니라 어떠한 전제
를 가정하지 않는 행위로서 부정적인 것과 어리석음까지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인간의 사유를 전제가 없는 바보의 편에 서”는 것이며 “자연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악한의지로 가득한 사람”(DR 130)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즉 진정한 사유란 인간의 고정되고
선한 본질을 가정하지 않으며 상식에 기반한 사유에서 벗어나 어리석음, 차이, 폭력, 부정적, 악이
라 규정된 것들까지도 긍정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진정한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우연히 마주치는 어떤 것으로 이때 마주치는 대
상은 재인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것이다. 또한 이 대상은 영혼을 뒤흔들어
서 어떤 문제를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사유를 강요하고 본질을 파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
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란 어떤 구조화되거나 주체라는 관념에서 재현을 벗어난 것이란 의미에서
외부적인 것이다.
한편 정신분석학은 욕망을 오이디푸스 삼각형의 구도 속에 제한시키고 상징계의 법과 주체의
결여를 전제하여 해석한다. 들뢰즈는 정신분석가들의 이러한 분석이 결국 욕망을 재현의 구도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반-생산의 활동임을 주장한다. 그가 가타리(Felix Guattari)와 공저한 『안티
오이디푸스』(Anti-Oedipus2))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들뢰즈는 욕망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고
정화시키는 정신분석적 작업이 서구의 전통적인 재현의 철학적 사고방식의 연장이라고 본다. 그
2)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Minnesota
UP, 1983). 이하 본문 인용은 AO로 약칭하고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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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이디푸스는 이전된 재현이며, 거세는 그야말로 대표요, 이전자요, 기표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어느 하나도 무의식의 재료를 구성하지 않으며 무의식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다”(313)고
설명한다. 그는 선이라는 이데아를 가정하고 위계질서적인 동일성의 논리와 주체의 결핍을 전제
한 오이디푸스적 정신분석은 차이와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오
류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욕망을 아버지의 법이라는 금기를 통해 단일한 것으로 통합하고 구획화
시키는 정신분석적 해석은 모든 사회가 주체의 죄와 욕망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오이디푸스적
가족 삼각형의 구조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욕망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라는 가족 삼각형에서 시작하며 주체화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의 욕망은 억압해야 하는 것이
다. 이는 욕망의 결여 이전에 억압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들뢰즈는 욕망은 주체의 결핍이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생산되므로 억압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신분석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욕망에 결핍이 다시 도입되자마자 모든 생산적 욕망은 으깨지
고 환상의 생산에 불과한 존재로 환원”(AO 111)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욕망의 질서는 생산의 질
서이며” “정신분석은 이 생산의 질서를 질식시켰”(AO 296)음을 주지시킨다. 그가 보기에 주체의
욕망과 부재하는 대상은 없으며 욕망은 우연적이고 독특하고 어떤 목적을 정향하지도 않는 유동
적인 흐름이다. 욕망은 “기계”이자 “기계들의 종합”이며 “기계적 배치체”(AO 296)로서 생산하는
것이자 개인과 사회에 기입되는 것일 뿐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욕망은 결여한 대상을 향한 추구나 그것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
지 않는 정신분열증적이며 기계적인 생산이다. 따라서 욕망은 그것의 기계적인 특성상 어떠한 상
상의 동일성이나 구조적 통일성을 부정하는 분산적인 방식으로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 생산되는 것을 부정하고 고착화시키려는 정신분석적 해석은 욕망의 기계적 탈주의 본성으
로 인해 늘 실패로 귀결된다. 욕망은 ‘기관 없는 신체’이며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과정을
반복하며 외부와 접촉, 단절하며 부단히 생산된다. “욕망은 실제로 몸을 지나가고 기관들을 지나
가지만 결코 유기체를 지나가지 않는다.”(AO 326) 이러한 시도는 “욕망을 유기체 내에 위치시키
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먼저 생명자체로서 존재하고 나서 유기체들을 종합하고 접속하고 생산”
(콜브룩 238)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욕망과 유기체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그러므로 욕망은 결여에
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긍정을 통해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며 주체는 욕망의 결과이다.
외부적인 것은 들뢰즈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가 주체나 합리적 자아라는
전제를 거부하는 대신 자아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순간적으로 생성됨을 주지시키는 점에서 그러
하다. 그는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주체와 대상 간의 구별을 인
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적인 주변 환경에 의해 주체가 변화하며 생성된다고 주
장한다. 차이를 긍정하는 들뢰즈의 철학에서 외부적인 것, 인식불가능하고, 미시적이고, 분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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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화, 코드화, 주체화될 가능성은 고른판 위에서 끊임없이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과정을 반복할 때이다. 이것은 들뢰즈가 푸코(Michel Foucault)의 이론을 수용하여 국가와 권력,
주체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푸코의 저작들을 다루며 권력, 사유하기, 주체생성을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권력의
형성과정이다. 푸코는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권력과 담론을 결정짓는 것이 거대 이
론이나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구성된 것이라 설명한다. 권
력의 이러한 관계를 푸코는 다이어그램(diagram)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유
연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변이들을 구성해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행하는 매
개체와 같은 것이다. 다이어그램은 현실화, 담론화되지 않은 외부의 잠재적이고 미시적 다양체들
을 제도화시키고 영토화하는 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다이어그램은 지층화되고 고정된 표면 위에
서 외부의 잠재적 다양체들을 안정화시키고 지층화시키는 “변이의 장소”(Foucault 86)이며 변화하
는 생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들뢰즈는 권력관계는 미시 물리학적이고 전략적이며 분산적인 힘들 사이의 관계들에 의해 구성
되는 것이므로 다이어그램을 지도이자 추상적 기계라고 명명한다(34). “다이어그램 혹은 추상기
계는 국지화할 수 없는 관계들에 의해 진행하며 매순간 모든 점들을 통과하는 힘들 사이의 관계
이자 운명의 지도, 강도이다.”(36) 다이어그램은 지층의 외부에서 안정화시키고 지층화시키는 형
성물과 소통하지만 힘들 사이의 불안정한 상태와도 소통하면서 힘들 사이의 영원한 생성 속에 존
재한다.
추상기계, 다이어그램 위에서 일어나는 힘들의 생성은 외부의 힘들과의 결합에서 생긴다. 이
때 외부의 힘들은 어떠한 형태도 갖지 않은 비가시적이고 언표불가능한 미시적인 것이므로 이 외
부의 공간은 “비장소”(Foucault 86)이며 역사는 생성이 된다. 들뢰즈에게 이 외부의 공간에 도달
하는 것은 사유하기의 목적이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지층화된 외재성의 형태라면” “사유하기
는 지층화되지 않은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86) 따라서 사유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이며 변화와
생성은 외부의 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추상기계와 다이어그램은 생성이 일어나는 장으로 고른판(plane of consistency)에 상응하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고른판은 지층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 재영토화가 일어나는 곳으로서 기계적
배치물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생성을 만드는 창조의 장이다. 들뢰즈는 고른판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의 지층화를 예시로 제시한다. 지구는 퇴적, 성층작용, 습곡작용을 통해 지층을 형성하는 기
관 없는 신체와 같고 이 표면 위는 기계적 배치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구의 표면, 즉 기계적 배
치물 위에 아직 형식을 부여받지 못한 잠재적이고 강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층화, 탈지층화
의 과정을 거치며 지층이 형성된다. “지구, 혹은 기관 없는 신체는 끊임없이 심판을 벗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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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고 탈지층화되고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 된다.”(TP3) 40) 지층은 준안정적인 유사 분자적
단위가 쌓이는 퇴적작용과 분자단위가 안정화, 현실화되는 습곡작용이라는 이중의 분절을 거치면
서 생성된다. 그러나 이 표면 위에는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진 지층화되지 않는 탈영토화의 과정
이 항상 일어난다.
고른판은 실체나 주체의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조직의 판이나 전개의 판과 대립된다. 고른판
위에는 형식이나 주체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이것임(haecceities)의 개체화의 양태이다(507). 따라
서 고른판에 새겨지는 것에는 “유목적 본질”이 있으며 항도 주체도 없이 서로를 “비결정성의 지
대”로 끌고 가는 “생성”(507)들이 새겨진다. 들뢰즈는 기관 없는 몸체가 되는 것이 새로운 생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기관 없는 몸체는 “강렬하고 형식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지층
화되지 않은 물질, 강렬함의 모체이며 강렬함=제로이다.”(153)
고른판 위에서 분자적인 강렬함은 되기로 이어진다. 들뢰즈는 되기를 통해 인간을 보편적 주체
로 인식하고 우주의 근원으로 여기는 동일자의 논리를 비판한다. 그의 되기 개념은 유사성이나
모방, 구조적 동일함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물되기란 유사성에 따라 연결되는 상상적인 계열화의
선이나 상동성에 따라 연결되는 상징적인 구조화의 선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횡단하며
변용시키는 실재적 과정이므로 유비와 모방의 관념 내에서는 되기를 보지 못한다(236). 되기는
단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도 아니며 가상의 모델을 목표로 두고 진화의 단계로 발전해 나
가는 것도 아니다. 되기가 진행될 때 비로소 항이 나타나며 주체나 유기체로 환원할 수 없으며
진화가 아니라 결연의 관계이며 함입(involution)이다(238-39). 함입이란 “자신의 고유한 선을 따
라 주어진 항들 사이에서 할당 가능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는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일”(TP 239)이며, “되기의 블록은 그 요소들 간의 유사성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정체성을 확립
하는 주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관계를 가리킨다.”(260)
들뢰즈의 되기의 개념도 궁극적으로는 사유의 변환을 통해 생성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해석된
다. 되기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사이에 벌어지는,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되는 변화를 주
목하고, 그러한 변화의 내재성을 주목하며,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탈영토화되고 변이하는 삶을 촉
발하는 것”(이진경 『노마디즘 2』 33)이다. 그것은 주체화 개념의 저항을 통해 새로운 삶과 주체
성을 구성하는 유목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III. 결 론
들뢰즈는 인간의 이성과 자아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형이상학적 전통이 사유함 자체에 선함이
3)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Minnesota
UP, 1987). 이하 본문 인용은 TP로 약칭하고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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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사유의 이미지의 오류에 빠져 진정한 사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비판하는 철학전통은 하나의 통일된 주체의 이미지를 가정하고 선악의 이분법을 만들
어가는 초월적 관념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사유는 차이를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동일자의 재현의 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그가 하고 있는 작
업은 사유의 이미지를 부수고 진정한 사유함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사유
하기를 주장하기 위해 고대 플라톤부터 현대의 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체제 내에서
욕망을 고착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음을 보여주며 사유의 이미지를 비판한다. 그에게 욕망이
란 기계처럼 생산되는 기관 없는 몸체이자 생성자체이며, 주체는 고른판 위에서 외부의 강렬함의
배치에 의해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과정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이다.
들뢰즈에게 진정한 사유란 자기 결정적인 합리적인 인간과 같은 사유의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된 이미지 너머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렬한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유
하기란 실험하고 문제화하는 것을 의미하”(TP 116)는데 이것은 차이를 긍정하는 절대적 사유함
을 통해 주체를 형성하고 주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생성의 사유함이다. 그가 동물되기와 같은 탈인간적 되기를 시도하며 사유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근본적인 원인도 사유의 전환을 통한 새로
운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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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eats
안 중 은
(안동대학교)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the complicated and symbolic implications of
Greek and Roman myths in the poetry of John Keats (1795-1821), the poet of sensuous
beauty in 19th century English Romanticism. Keats developed a particular love for Greek
mythology, and appeared to learn John Lemprière’s Bibliotheca Classica (Classical Dictionary,
1788) by heart. Thus without a thorough knowledge of classical mythology,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fully appreciate Keats’s poetry. Both Dorothy van Ghent’s Keats: The
Myth of the Hero (1983) and Martin Aske’s Keats and Hellenism (2005) intensively investigate
classical mythology in Keats’s long poems, Endymion (1817), Hyperion (1819), The Fall of
Hyperion (1819), and Lamia (1819). This paper will extensively excavate all the important
Greek and Roman myths in Keats’s poetry including sonnets except for The Fall of Hyperion
and Lamia.
In the first place, Keats alludes to the Roman myth of Flora in line 36, “Outvying all the
buds in Flora’s diadem” of his first poem, “Imitation of Spenser” (1814). Flora is the goddess
of flowers and spring ― the symbol for nature and flowers, especially the mayflower. In order
to express the wine, Keats employs Flora and the Greek myth of Hippocrene in the latter
poem. The phrase, “a draught of vintage” and “Tasting of Flora” may be interpreted as a glass
of wine which tastes of spring flowers. Whereas, Hippocrene ― a spring on Mt. Helicon,
sacred to the Muses and Apollo, was formed by the hooves of Pegasus. The literal meaning,
“Horse’s Fountain” was believed to bring forth poetic inspiration when imbibed. Hence “a
beaker. . . / Full of the true, the blushful Hippocrene” implies a glass filled with the genuinely
red wine made of sacred water and grapes, which awakens poetic inspiration for the speaker.
Meanwhile, Keats employs the Greek myth of Muses (Μοῦσαι) in lines 19-20 of the
poem, “Fill for me a brimming bowl” (1814): “Nor with delight can I explore / the classic
page, the Muses’ lore.” The number of the Muses is clarified as “the Nine” in line 42 of the
poem, “Ode to Apollo” (1815). The Muses, nine daughters of Zeus and the Titaness
Mnemosyne (Memory), are the inspirational goddesses of sciences and the arts. They
designate Calliope (epic poetry), Clio (history), Erato (love poetry), Euterpe (lyric poetry),
Melpomene (tragedy), Polyhymnia (sacred poetry), Terpsichore (choral dance), Thalia
(comedy), and Urania (astronomy). Apollo was their guardian and leader and was hence
called “Musagetes” (Leader of the Muses). In Greek mythology, Clio (Kleio, Κλειώ), after
19

reprimanding Aphrodite the goddess of beauty for her passionate love for Adonis, was
punished by Aphrodite, who made her fall in love with Pierus, king of Macedonia. From that
union was born Hyacinthus, a young man of great beauty who was later accidentally slain
by his lover, “the fair Apollo” or by “the cruel breath / Of Zephyr.” In the first line of Book
4 of Endymion, Keats addresses Muse: “Muse of my native land! loftiest Muse!” Moreover,
in lines 1-2 of the sonnet he composed upon the summit of Ben Nevis ― “Britain’s highest
peak” on August 2, 1818, Keats apostrophizes Muse: “Read me a lesson, Muse, and speak it
loud / Upon the top of Nevis, blind in mist!” just as Homer entreats “Goddess” or “Muse”
in line 1 both in The Iliad and The Odyssey to help him “sing” out each epic. Thus still today
the Muses are symbols of poetic inspiration and artistic creation.
In “Ode to Apollo,” Keats praises most highly Apollo (Ἀπόλλων), the Greek and Roman
god of music, poetry, art, prophecy, archery, plague, healing, sun, light, and knowledge. In
the poem, Apollo, “the great God of Bards” is depicted as the master of Homer, Maro i.e.
Virgil, Shakespeare, Spenser, Milton, and Tasso. Interestingly, the six great Greek, Roman,
English, and Italian poets are described as musicians in lines 7-8, “Homer with his nervous
arms / Strikes the twanging harp of war”; in line 14, “The sweet majestic tone of Maro’s
lyre”; in line 22, “Milton’s tuneful thunders”; in lines 24-26, “Thou biddest Shakespeare wave
his hand, / And quickly forward spring / The Passions ― a terrific band”; in line 30, “A silver
trumpet Spenser blows”; and in line 36, “Tasso’s ardent numbers.” Apollo the god of music
is also depicted in line 9, “That I should never hear Apollo’s song” of the poem, “To my
Brother George” (1816). Later Keats entreats Shakespeare, “Chief Poet” to give him soaring
strength by means of the Greek myth of Phoenix in lines 13-14 of the sonnet, “On Sitting
Down to Read King Lear Once Again” (1818): “But, when I am consumèd in the fire, / Give
me new Phoenix wings to fly at my desire.” Phoenix (φοῖνιξ), the legendary immortal bird
is mentioned in my paper on Yeats.
In his first great sonnet,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 (1816) [PPT], Keats
continues to allude to Apollo. In lines 1-6, the speaker-poet confesses that he is quite
familiar with the ancient Greek topography portrayed as “the realms of gold,” “many goodly
states and kingdoms,” and “many western islands” which poets faithfully hold to Apollo, who
symbolizes intelligence. But in lines 7-8, from the biographical perspective Keats implicitly
reveals the fact that he was reading with Clarke his closest friend and mentor until well into
the night and profoundly impressed by George Chapman’s translation of the “deep-browed
Homer,” i.e. The Odyssey of the wise Homer. Actually, the English playwright, poet, and
translator Chapman (c. 1559-1634) was partially influenced by the Latin translation of
Andreas Divus’ Odyssey (1538), which Pound referred to in “Canto I.” Moreover, Keats
discloses his resolution to devote himself to “Poesy” rather than medicine by delineating
Apollo in lines 58-61, “that I may die a death / Of luxury and my young spirit follow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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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unbeams to the great Apollo / Like a fresh sacrifice” of the poem, “Sleep and
Poetry.” In lines 178-79 of the same poem, Keats sharply contrasts the literary “high
Imagination” of the past with the low one of the present by alluding to the Muses and
Apollo: “Aye, in those days the Muses were nigh cloyed / With honours,” and in lines
181-83: “Yes, a schism / Nurtured by foppery and barbarism / Made great Apollo blush for
this his land.” And in “I stood tip-toe upon a little hill,” Keats compares “men of health”
to “young Apollo on the pedestrian” and “lovely women” to Venus, the Roman goddess of
beauty and love.
Meanwhile, Keats employs the Greek myth of Cynthia in line 4, “Bless Cynthia’s face, the
enthusiast’s friend” of the poem, “To Some Ladies” (1815). Cynthia recurs in line 10,
“Cynthia is from her silken curtains peeping” of the poem, “To my Brother George” (1816).
Keats also pictorially alludes to Cynthia in “To Charles Cowden Clarke” [PPT]. Cynthia (Κυ
νθία) refers to Artemis the Greek goddess of the moon, and Selene the Greek Titaness of
the moon and Diana the Roman goddess of the moon are also sometimes called Cynthia.
The romantic poet Keats was obviously fascinated with Cynthia, the adorable and mysterious
goddess of the moon, as a strong stimulant for his poetic imagination. Cynthia recurs in lines
203-204, “So in fine wrath some golden sounds he won, / And gave meek Cynthia her
Endymion”; in lines 239-40, “Cynthia! I cannot tell the greater blisses / That followed thine
and thy dear shepherd’s kisses” in “I stood tip-toe upon a little hill.” And the goddess recurs
in lines 1-2 of the sonnet, “Blue! ’Tis the life of heaven” (1818): “Blue! ’Tis the life of
heaven, the domain / Of Cynthia, the wide palace of the sun.” Additionally, Diana recurs
in line 372-73, “See, in another picture, nymphs are wiping / Cherishingly Diana’s timorous
limbs” in the poem, “Sleep and Poetry.” For musical effect, Keats repetitively uses the
rhythmical term “Dian” rather than “Diana” as in the phrase, “A hymn from Dian’s temple”
in “I stood tip-toe upon a little hill.”
In lines 234-35 of “Sleep and Poetry,” Keats severely attacks immature poets by comparing
them to Polyphemes: “the poets Polyphemes / Disturbing the grand sea.” Polypheme
(Polyphemus, Πολύφημος) is the giant son of Poseidon and the nymph Thoosa in Greek
mythology, one of the Cyclops described in Book I of The Odyssey (ll. 81-87) (Homer
79-80). Keats proceeds to use the Greek myth of Daedalus by identifying his poetic
inspiration with the “Dedalian wings” and himself with Icarus in lines 302-303 of the poem:
“Let the hot sun / Melt my Dedalian wings and drive me down / Convulsed and headlong!”
In “The Story of Daedalus and Icarus” of Ovid’s Metamorphoses (VIII: 184-235), Daedalus
(Δαίδαλος), the legendary architect of the Labyrinth in Crete invented the wings of
feathers, twine, and wax for Icarus his son for the escape from “Minos’ dominion” over it.
It is obvious that as the priest of Apollo, Keats with the Dedalian wings yearns to explore
the “widenesses” of the calm ocean of Poesy after “many days” of “much toil” and “des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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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moil.” Moreover, in order to express the intoxicated inspiration, the poet uses the Roman
myth of Bacchus (Dionysus, Διόνυσος) the god of wine and his wife Ariadne (former
“Theseus’ spouse”) in lines 334-35 of the poem: “the swift bound / Of Bacchus from his
chariot, when his eye / Made Ariadne’s cheek look blushingly.” In lines 31-33 of the sonnet,
“Ode to a Nightingale,” Keats again alludes to the myth of Bacchus: “For I will fly to thee,
/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 But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527).
Bacchus is drawn in a chariot, usually by exotic beasts such as lions, tigers, or leopards. Thus
the phrase,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implies that the speaker will not be
influenced by the wine symbolized by the chariot drawn by Bacchus and his leopards but led
by the invisible poetic inspiration.
In line 192 of the poem, “I stood tip-toe upon a little hill,” Keats employs the Greek myth
of Endymion in the apostrophe: “To search for thee, divine Endymion.” Endymion (Ἐνδυμίων)
is a handsome Aeolian shepherd, hunter or king residing on Mount Latmos (Latmus) in
Caria. Cynthia or Selene the beautiful Titaness of the moon violently fell in love with him
and seduced him. At Selene’s request, Zeus gave Endymion a gift of eternal sleep, remaining
young forever. Keats later expands Endymion into the long title romance, Endymion
beginning with the well-known line: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 ever” (120). Endymion
subtitled “a Poetic Romance” is composed of four books. Interestingly, Keats was disappointed
with Wordsworth’s remark, “a very pretty piece of Paganism” in response to Keats’s recitation
of “The Hymn to Pan” (ll. 232-306) in Book I of Endymion. The encounter of the two great
English Romantic poets signifies the clash of Wordsworth’s pantheism deeply rooted in
English nature with Keats’s paganism related to Greco-Roman mythology. Indeed, Keats
exquisitely embroiders Endymion with numerous classical myths from Endymion to
Rhadamanthus. Furthermore, the famous topography of Latmos, Mount Lycean, Thessaly,
Elysium, Delos, Troy, Dephi, Helicon, Olympus, and Erebus is also mentioned in the poem.
In Book III of Endymion (ll. 72-102) [PPT], Keats juxtaposes Cynthia Titaness’ lovely
pursuit of Endymion with the classical myths of Leander, Orpheus, and Pluto. Leander,
Orpheus, and Pluto are legendary figures who braved respectively the sea, the underworld,
and the upper air for the sake of love. Leander (Λέανδρος) was a young man of Abydos
who fell in love with the priestess of Aphrodite, Hero (Ἡρώ) who dwelt in a tower in Sestos
on the European side of the Hellespont. Every night he swam across guided by a lamp which
Hero placed on top of her tower. One stormy night a blown-out lamp prevented Leander
from finding the shore. The next morning, Hero discovered his body washed up on the rock
shore. Heartbroken as in the phrase, “The silver flow / Of Hero’s tears,” Hero drowned herself
in the same sea. The love stories of Orpheus and Eurydice, and of Pluto and Proserpine will
later be explored.
Throughout the long romance Endymion, Keats metaphorically uses Greco-Roman 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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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phrase, “valley-lilies whiter still / Than Leda’s love” alluding to Zeus (Ζεύς)
disguised as the swan to rape Leda, which is reminiscent of Yeats’s poem, “Leda and the
Swan.” The phrase, “After the Argonauts, in blind amaze / Tossing about on Neptune’s
restless ways” alludes to the visionary Argonauts accompanied to Jason in the Argo to quest
after the Golden Fleece as in the phrase “Jason’s fleece” over the turbulent waters of Neptune
(Poseidon, Ποσειδῶν) the Roman god of the sea. The phrase, “Ah, see her hovering feet,
/ More bluely veined, more soft, more whitely sweet / Than those of sea-born Venus, when
she rose / From out her cradle shell” alludes to the beauty of Cynthia, “the loveliest moon”
over that of the virgin Venus (Aphrodite, Ἀφροδίτη) the Roman goddess of beauty
(146-48). The phrase, “Alone? No, no; and by the Orphean lute, / When mad Eurydice is
listening to’t” portrays the Greek myth of Orpheus (Ὀρφεύς), the legendary musician of the
lyre and Eurydice his wife to describe the speaker’s situation surrounded by the heavenly
music face-to-face with Cynthia, “the meekest dove / Of heaven” upon the “misty peak.”
The most famous myth about Orpheus is that of his descent into the Underworld to fetch
Eurydice, a Dryad or a daughter of Apollo. The phrase, “even though Amphion’s harp had
woo’d / Me back to Scylla o’er the billows rude” refers to both the Greek myths of Amphion
(Ἀμφίων) the musician with the golden lyre given by Hermes to build the walls of Thebes
and Scylla (Σκύλλα), a sea monster with six-dogs’ heads who lived in the Strait of Messina
between Italy and Sicily.
In the meantime, Keats employs the classical myths of Titans ― “Giant Gods” including
Saturn, Hyperion, and Oceanus as well as “younger Gods” of “Olympus” like Jove and Apollo
in the epic Hyperion. Keats indicates Saturn’s trait through the speech of Oceanus, “God of
the Sea” in lines 183-190 of Book II of Hyperion (425) [PPT].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e Roman god Saturn (Saturnus, Cronus, Κρόνος), Titan of Capitol, wealth, agriculture,
liberation, and time is different from the Christian God Jehovah ( )הָוֹהְיproclaiming himself
a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Revelation 21:6). Saturn is the
father of Jove who is the father of Apollo. In Hyperion, Keats variously describes or
personifies Saturn as “grey-haired Saturn, quiet as a stone,” “Saturn’s bended neck,” “Saturn’s
feet,” “old Saturn,” “Saturn must be King,” “Saturn’s face,” “Time’s wide wings,” “the supreme
God,” and “Saturn’s ear / Is all a-hungered.” Saturn is sharply contrasted with Apollo in the
phrase, “The morning-bright Apollo! Young Apollo!” The wife of Saturn, Ops (Opis),
Titaness of earth and fertility appears in the phrase, “Ops the queen all clouded round from
sight.” Keats also depicts Hyperion as “gold Hyperion,” “Blazing Hyperion on his orbèd fire,”
“a primeval God,” “bright Titan,” “Hyperion slid into the rustled air,” “Hyperion, / Our
brightest brother, still is undisgraced ― / Hyperion, lo! his radiance is here!” “It was
Hyperion: a granite peak / His bright feet touched,” and “the Giant of the Sun.” In Greek
mythology, Hyperion (Ὑπερίων), brother of Saturn, is one of the twelve Titan childre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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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us (Father Heaven) as in the phrase, “starry Uranus” and Ge (Gaia, Mother Earth). He
married his sister Theia and fathered Helios, Selene, and Eos. Hyperion, precursor of Apollo
the sun god, led by Saturn overthrew Uranus and were themselves later dethroned by the
Olympians led by Zeus. In the poem, Keats also contrasts Oceanus depicted as “God of the
Sea, / Sophist and sage from no Athenian grove” with Neptune (Poseidon, Ποσειδῶν)
defined as “the young God of the Seas, / My dispossessor!” by Oceanus.
On the other hand, Keats employs the Greek and Roman myths of Psyche (Ψυχή) and
Cupid in order to praise the goddess in the first stanza of the poem, “Ode to Psyche” [PPT].
Keats pictorially portrays Psyche ― the “wingèd” goddess with “soft-conchèd ear” and her
lover Cupid ― the Roman god of love ― the “wingèd boy” espied among “hushed, cool-rooted
flowers” “on the bedded grass” in a forest. Their secret love-making is evidently not carnal
but lovely and even subliminal as in lines 16-17: “Their arms embracèd, and their pinions
too; / Their lips touched not, but had not bade adieu.” Similarly but differently, Keats already
employed the myth of Psyche and Cupid represented by Love in lines 141-44: “Psyche went
/ On the smooth wind to the realms of wonderment; / What Psyche felt, and Love, when
their full lips / First touched” in the poem, “I stood tip-toe upon a little hill.” Cupid recurs
in the Catholic term, “Saint Cupid” in the phrase, “As you were Saint Cupid’s nun” in the
poem, “You say you love” (1817), which implies a coinage of Roman Catholicism and
mythology. In the second stanza of the poem, Keats continues to describe the origin and
beauty of Psyche in the hierarchy of the ancient Olympian deities. Psyche is revealed as the
“latest born” but by far “the lovelist vision” among all Olympus’ hierarchy or “the faint
Olympians.” The goddess Psyche with no “temple” nor “altar” nor “virgin-choir” is also
depicted as “Fairer than Phoebe’s sapphire-regioned star, / Or Vesper, amorous glow-worm
of the sky.” In Greek mythology, Titaness Phoebe (Φοίβη) meaning “The Shining One” was
a daughter of Uranus and Gaia. She is associated with Selene or Cynthia as in Michael
Drayton’s Endimion and Phœbe (1595). She had two daughters, Leto, who bore Apollo and
Artemis, and Asteria, a star-goddess who bore the only daughter Hecate. In Roman
mythology, Vesper (Hesperus, Ἓσπερος) is the evening star as in the phrase, “risen star,”
personified as the son of Astraeus and Eos (Ἕως, Aurora), Titaness of the dawn, and is the
half-brother of her other son, Phosphorus the morning star. Hesperus already appeared in the
phrase, “the brightest one / Of heaven, Hesperus” in the sonnet, “On The Story of Rimini”
(1817). In the fourth stanza of “Ode to Psyche,” the speaker-poet discloses his ardent wish
to mentally be the priest of Psyche. Keats displays bucolic scenes: “dark-clustered trees” in
“the wild-ridgèd mountains” and “streams, and birds, and bees, / The moss-lain Dryads shall
be lulled to sleep” there “by zephyrs.”
In “Ode to a Nightingale,” [PPT] Keats employs Greek myths of “Lethe” and “Dryad” in
order to express his pain from the tuberculosis he suffered. The topographical term Lethe (Λήθ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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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 the diction “Lethe-wards,” one of the five rivers in Hades literally means “forgetfulness,”
“oblivion,” or “concealment.” Thus the phrase “Lethe-wards had sunk” implies that the
speaker’s sense was on the brink of drowsiness in consequence of the pain in his heart. The
other four rivers are Styx (Στύξ, river of hate), Acheron (Ἀχέρων, river of sorrow), Cocytus
(Κωκυτός, river of lamentation), and Phlegethon (Φλεγέθων, river of fire). Lethe first
appears in line 8 of the poem, “Fill for me a brimming bowl”: “As e’er from Lethe’s wave
was quaffed / From my despairing breast.” The apostrophized Dryad (Δρυάδες) as in the
phrase “light-wingèd Dryad of the trees” is a tree or wood nymph in Greek mythology. The
Dryads (Dryades, Hamadryads) are specifically the nymphs of oak trees, though the term has
come to be used for all trees including “beechen” nymphs in general. In “I stood tip-toe upon
a little hill,” Keats already employed the myth of Faun as well as Dryad in lines 152-54:
“That we might look into a forest wide / To catch a glimpse of Fauns and Dryades / Coming
with softest rustle through the trees.” Faun (Faunus) in Roman mythology is a place-spirit
of untamed woodland rather than the identified Arcadian god Pan or the Greek Satyr.
In conclusion, the mythical technique of manipulating recurrent Greek and Roman myths
employed in Keats’s poems evidently unravels his ideas of inspiration, beauty, and love,
deepening his poetic symbolism, and broadening his romantic perspective. This paper will
lead to another attempt to explore the Greek and Roman myths in the poetry of the other
romantic master P. B. She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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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wain의 작품에서 반제국주의와 휴머니즘 사상
민 경 택
(충남대학교)

Ⅰ. 서 론
19세기 후반기와 세기의 전환기에 주로 활동한 가장 위대한 미국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
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은 미국 사회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을 통하여 종교적인 위선이나 속물근성과 물질주의에 대한
통렬한 풍자적인 필치로 당시 미국사회와 정치적인 현실을 비판하였다. 미국사실주의 문학의 대
부인 하우월스(William Dean Howells)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서 유머와 사실성을 높게 평가하
고 있듯이, 미국인들에게 뛰어난 작품성과 유머감각으로 존경받는 마크 트웨인은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의 가장 뛰어난 유머리스트이자 사회비평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트웨인은 19세기 말
산업문명과 물질주의의 팽창으로 인하여 신흥제국주의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
적 성향을 비판하고 인간성의 근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휴머니즘 사상을 강조한 작가이다.
마크 트웨인은 그와 동시대의 작가로 인간의 뛰어난 내면 심리묘사로 인하여 심리적 사실주의
의 소설로 유명한 헨리 제임스(Henry James)와는 달리 표층적 사실주의의 문체로 잘 알려져 있
다. 마크 트웨인이 주로 활동하였던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은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부재건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남과 북의 갈등과 인종차별의식으
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가중된 격동의 시기였다. 또한 미국사회가 19세기 후반의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편승하여 점차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해감으로써 사람들은 물질적
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개개인들은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서서히
붕괴됨에 따라 많은 갈등과 정신적인 공황을 겪게 된다. 이런 시기에 마크 트웨인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로 미국문명에 대해 강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트웨인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왜곡된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드러냄으로써
반제국주의와 휴머니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인종적인 편
견이 드러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의 작품에서도 제국주의의 특징이 잘 부각된다고 보
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그의 역작인 『문화와 제국주의』
(Culture and Imperialism)에서 미국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서부로의 미국 팽창주의를 보여주
는 쿠퍼(James F. Cooper), 트웨인, 멜빌(Herman Melville)과 같은 미국 작가들에게서 비록 역설
적으로 강한 반식민주의 사상이 보이지만 한편으론 영국이나 프랑스의 작가들과 견줄 만큼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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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인 특성이나 모티프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Said 63).
일반적으로 19세기 제국주의의 특성은 식민지의 침탈과 서구문명의 이식의 과정에서 잘 드러
난다고 볼 수 있으며 탈식민주의적인 현대의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종속관계처럼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의 잔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쿠퍼나 멜빌의 작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
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물론 트웨인의 작품들에서도 형식과 주제와 같은 문제에서 항상 해석의 차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트웨인의 작품에는
인종의 편견을 넘어서 조화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 항상 담겨 있듯이 비록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반제국
주의와 더불어 휴머니즘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한다.

Ⅱ. 본 론
트웨인은 그의 대표작인 『톰 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 1876)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4)에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인 톰(Tom)과 헉
(Huck)의 시각을 통하여 사기꾼과 위선자들로 가득 찬 미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날카롭게 비
판하고 있다. 트웨인은 이 자매 작품들을 남북전쟁 이후에 발표했지만 작품 속 시대적인 배경은
남북전쟁 이전 작가의 어린 시절인 18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해학과 풍자적인 필치로
기성세대들로 대변되는 미국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마크 트웨인의 풍자와 유머는
인간성과 삶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시대를 초월한 인간 문명에 대한 분석이며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남북전쟁 전의 과거의 어린 시절로 설정하고 주인공
도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자신이 살았던 19세기 말엽의 왜곡된
물질문명과 제국주의적인 속성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주인공인 헉은 기성세대의 제도화된 문명을 거부하는 자연과 자유를
사랑하는 인물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영웅주의 등 모든 종류의 구습에 빠져있는 사람들
과는 달리 돈과 명예와 종교 등에 관심이 없다. 헉은 미시시피 강(Mississippi River) 아래로 뗏목
을 타고 도망자 노예인 짐(Jim)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흑백 간의 인종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을
쌓게 된다. 즉 트웨인은 백인인 헉과 흑인노예인 짐의 진실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 기성세대
가 가지고 있는 인종의 편견을 파괴하며 기독교와 백인우월주의가 근간을 이루는 서구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따뜻한 인간적인 휴머니즘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트웨인은 인
간들이 따뜻한 인간성과 개인의 가치를 서로 존중한다면 인종의 편견과 장벽을 초월하여 서로 조
화롭게 상생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웨인은 미국의 사회와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하였으며 특히 인종차별주의 반대뿐만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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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와 제국주의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트웨인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서 희대의 사기꾼인 실명이 제시되지 않는 킹(king)과 공작(duke)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을 등
장시켜서 제국주의를 에둘러서 비판하고 있다. 왕과 공작이라는 신분계층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
들의 상징으로 제국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대표적인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트웨인은 이들
인물들이 보여주는 도덕과 인륜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주의를 간접
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물질에 전도된 사기행각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
소국가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의 비열한 악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트웨인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흑인과 백인의 진정한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헉과 짐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며, 그 반대의 돈과 물질밖에 모르는 비인간
적인 관계를 킹과 공작이라는 악랄한 사기꾼의 관계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인간관
계의 대비가 작품에서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며 헉은 짐과의 동행을 통하여 도덕과 의식의 성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장면에서 헉과 짐의 따뜻한 인간관계와 반대로 왕과 킹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인간성을 단적으로 비교하고 가늠해볼 수 있다.
I had the middle watch, you know, but I was pretty sleepy by that time, so Jim he said
he would stand the first half of it for me; he was always mighty good that way, Jim
was. I crawled into the wigwam, but the king and the duke had their legs sprawled
around so there warn’t no show for me; so I laid outside ― I didn’t mind the rain,
because it was warm, and the waves warn’t running so high now. About two they come
up again, though, and Jim was going to call me; but he changed his mind, because he
reckoned they warn’t high enough yet to do any harm; but he was mistaken about that,
for pretty soon all of a sudden along comes a regular ripper and washed me overboard.
It most killed Jim a-laughing. He was the easiest nigger to laugh that ever was, anyway.
I took the watch, and Jim he laid down and snored away; and by and by the storm
let up for good and all; and the first cabin-light that showed I rousted him out, and we
slid the raft into hiding quarters for the day. (144)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트웨인의 반제국주의 견해와 휴머니즘에 대한 강조가 곳곳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트릴링(Trilling)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미국 문명에 대한 가장 위
대한 기록이며, 특히 헉과 검둥이 노예인 짐의 관계는 한 가족처럼 원초적인 공동체이자 성자
들의 공동체라고 강조한다(530-31). 트웨인은 악랄한 사기꾼인 왕과 공작의 파렴치한 사기행각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에 나오는 카플렛(Capulet) 가문
과 몬터규(Montague) 가문처럼 남부귀족을 대표하는 그랜저포드(Grangerford) 가문과 셰퍼드슨
(Shepherdson) 가문의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인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잔인한 살인사건 등을 통하여 미국문명의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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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뿐만 아니라 『아서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바보 윌슨』(Pudd’nhead Wilson), 『왕자와 거
지』(The Prince and the Pauper), 『도금시대: 오늘의 이야기』(The Gilded Age: A Tale of Today) 등
의 책에서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의 특성을 비난하고 역설적으로 따뜻한 인간성
을 바탕으로 하는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들리버그를 타락시킨 사나이』(“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와 같은 많은 단편에서도 유머가 넘치는 해학적인 문체로 물
질주의에 매몰된 인간의 본성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트웨인은 그의 말년에 미국의 제국주의화에 반대하는 사회 참여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미
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인 필리핀과 쿠바에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즈윅
(Zwick)이 주장하듯이 트웨인이 반제국주의 운동에 참여한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길고 가장 의
미 있는 정치적인 참여운동이며 트웨인은 인터뷰나 강연뿐만 아니라 수많은 에세이, 스토리, 스케
치, 그리고 공개적이고 사적인 편지 등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Zwick
155). 특히 『아서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에서 그의 반제국주의에 대한 견해가 잘 드러나는데,
로우(Rowe)가 “『아서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에서 트웨인은 전제권력이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
를 통제함으로써 어떻게 그 권력을 확고히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고발
을 예기한다”(Rowe 179)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책의 주제 중의 하나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트웨인은 『아서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에서 주인공인 19세기의 인물인 행크 모건(Hank
Morgan)이 6세기 영국의 아서왕의 시대로 돌아가서 겪는 코믹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작
품은 유머와 풍자적인 문체로 유럽문명과 미국문명을 대조하고 있으며 아서왕 전설의 실제 인물
들인 랜슬롯(Launcelot) 경과 멀린(Merlin) 마술사 등을 등장시켜 기사와 노예가 존재하는 군주
제와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하여 결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건이 아서왕 시대에 19세기의 자본주의와 과학문명을 이식시키려는 노력
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체제 등으로 대변되는 19세기 미국문명의 실패, 즉
미국의 건국신화인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 장면에서 모건이 아서왕의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공화정을 이루려는 꿈이 잘
드러나 있다.
There it was, you see. A man is a man, at bottom. Whole ages of abuse and oppression
cannot crush the manhood clear out of him. Whoever thinks it a mistake is himself
mistaken. Yes, there is plenty good enough material for a republic in the most degraded
people that ever existed ― even the Russians; plenty of manhood in them ― eve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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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s ― if one could but force it out of its timid and suspicious privacy, to
overthrow and trample in the mud any throne that ever was set up and any nobility
that ever supported it. We should see certain things yet, let us hope and believe. First,
a modified monarchy, till Arthur’s days were done, then the destruction of the throne,
nobility abolished, every member of it bound out to some useful trade, universal suffrage
instituted, and the whole government placed in the hands of the men and women of
the nation there to remain. Yes, there was no occasion to give up my dream yet a
while. (173)

트웨인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왕자와 거지』인데, 트웨인
은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영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왕들 중 한 명으로 인식되는
헨리 8세(King Henry VIII)가 통치하던 1547년으로 설정하고 존경받는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
로 자비를 강조한다. 그는 책의 제사(epigraph)에서 ‘자비의 품성’을 강조하는 셰익스피어의 유명
한 희극인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포샤(Portia)가 냉혈한 같은 고리대금업
자인 샤일록(Shylock)에게 “자비의 품성은 두 배로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
람을 축복한다. 그것은 강대한 것 중에서 가장 강대한 것이다. 그것은 왕좌에 오른 군주를 그의
왕관보다 더 훌륭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인용한다. 여기서 자비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이 아닌 인간중심의 휴머니즘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다.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에서 왕정체제의 제국주의적인 전제국가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폐단이나 악행을 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19세기 당시의 신흥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왕자와 거지』의 다음 장면에서 헨
리 8세 시대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I am Yokel, once a farmer and prosperous, with loving wife and kids ― now am I
somewhat different in estate and calling; and the wife and kids are gone; mayhap they
are in heaven, mayhap in ― in the other place ― but the kindly God be thanked, they
bide no more in England! My good old blameless mother strove to earn bread by
nursing the sick; one of these died, the doctors knew not how, so my mother was burnt
for a witch, whilst my babes looked on and wailed. English law! ― up, all, with your
cups! ― now all together and with a cheer! ― drink to the merciful English law that
delivered her from the English hell! Thank you, mates, one and all. I begged, from
house to house ― I and the wife ― bearing with us the hungry kids ― but it was crime
to be hungry in England ― so they stripped us and lashed us through three towns.
Drink ye all again to the merciful English law!--for its lash drank deep of my Mary’s
blood and its blessed deliverance came quick. She lies there, in the potter’s field, safe
from all harms. And the kids ― well, whilst the law lashed me from town to town, they
starved. Drink, lads ― only a drop ― a drop to the poor kids, that never did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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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ure harm. I begged again ― begged, for a crust, and got the stocks and lost an ear
― see, here bides the stump; I begged again, and here is the stump of the other to keep
me minded of it. And still I begged again, and was sold for a slave ― here on my
cheek under this stain, if I washed it off, ye might see the red S the branding-iron left
there! A slave! Do you understand that word? An English slave! ― that is he that
stands before ye. I have run from my master, and when I am found ― the heavy curse
of heaven fall on the law of the land that hath commanded it! ― I shall hang!”
(97-98)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에서 군주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폭력이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
의 자비라고 강조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작품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인 에드워드 6세(Edward VI)는 아버지인 헨리 8세의 사랑을 독차지 하다가 거지인 톰
캔티(Tom Canty)와 신분이 뒤바뀌어 호화로운 궁궐 밖에서 갖은 고통과 “비인간적인 행위”(151)
를 경험한다. 그는 많은 힘든 경험을 통하여 왕의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운 삶과
애환을 깨닫게 되며 정신적으로 각성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세상은 잘못 만들어졌다.
왕들도 그들 자신의 법들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야하며 때때로 자비를 배워야 한다”(151)고 말
한다. 결국 트웨인은 진정한 인간적 사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자비를 통하여 휴머니즘 사상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휴머니즘은 인종차별, 종교, 신분, 계급, 빈부, 물질 등의 모든 차
이와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트웨인은 당시 미국의 사회와 정치적인 현실에 매우 민감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서 다양
한 문학적인 구도와 장치를 통하여 그의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유머러스한 풍자적
인 문체로 인간본성이나 문명 속에 감춰진 왜곡된 측면들을 드러냄으로써 미국사회를 진단하고
반제국주의적인 휴머니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급속도로 산업화되어가는 미국의 정치적이
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제국주의의 속성과 비인간적인 물질만능적인 현상을 비유 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트웨인은 남북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
차별과 제국주의화 되어가는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트웨인은 우리 사회에서 보존되고 추구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휴머니
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로우는 트웨인의 반제국주의 사상은 어느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문학 경
력에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18). 즉 트웨인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아서왕 궁
정의 코네티컷 양키』 그리고 『왕자와 거지』등과 같은 작품에서 특히 반제국주의와 휴머니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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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표출시키고 있지만 그의 그러한 사상은 어느 한 작품이나 한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 트웨인의 반제국주의 사상은 민주주
의에 대한 신뢰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웨인의 생애와 작품
경력으로 비추어 그의 반제국주의 사상과 인간의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이상사회
에 대한 염원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휴머니즘 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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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존 버닝햄의 『마법침대』: 전조작기 아동의 환상적 판타지
이 영 준
(한남대학교)

I. 시작하며
전문화가 못지않은 그림책 작가들은 다양한 색감과 선, 정교한 형식과 형태 그리고 독특한 기
법과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려낸다. 특히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마법침대』(The Magic
Bed)에는 놀라운 그림들이 들어있다. 파스텔 톤의 섬세한 색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요정들이 나오는 꿈속 같은 몽롱한 노란빛의 세계, 살아있는 듯이 흐느적거리는 밀림의 어
둡고 검붉은 하늘, 넘실되는 연분홍빛 하늘과 안개가 낀 흐릿한 바다 등 색채에 빛의 밝기를 더
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섬세하게 구현해 낸다.
영국의 유명 화가인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가 수체화로 그려낸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그의 그림들은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 . 아동들은 그림
책에 나오는 마법침대와 환상적 판타지(illusive fantasy)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심리적이고
교육적인 내용”(Nikolajeva & Scott 5)을 반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아가 겪는 초기 전이현상
(primary transitional phenomenon), 전조작기(the period of preoperational stage) 아동
의 자기중심성(egocentricism) 그리고 물활론(animism)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과 사고방식들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마법침대』는 침대를 타고 떠나는 환상여행을 통해 주인공 조지(Georgie)가 물활론과 자기중
심성에서 벗어나 조망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사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성장과정
을 보여준다. 제 2장에서는 유아들이 경험하는 초기 전이현상과 전조작기 아동의 속성인 물활론
을 제 3장에서는 아동들이 보여주는 환상적 판타지의 심리적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제 4장에서
는 『마법침대』가 보여주는 아동의 환상적 판타지의 중요성과 조망수용능력을, 제 5장에서는 구체
적 조작기로 성장해 가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II. 초기 전이현상과 전조작기의 물활론
그림책 『마법침대』에는 조지라는 어린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그림책의 표지에는 연
노랑색의 침대위에 호랑이와 함께 노란색 셔츠를 입은 조지가 누어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는 마
치 엄마의 품안에 안겨있는 듯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지는 아직 엄마가 그리울 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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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대신 친구인 호랑이와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밖
에 나가서 친구를 사귈 정도로 성숙한 나이도 아니다.
일상적으로 유아에게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이 주어진다면 아이는 자신이 엄마고 엄마가 자신이
라는 ‘마법적인 전능감’을 가지게 된다. 엄마에게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아온 아이는 “엄마에
대한 마술적 통제의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를 “‘전능감’이라고 부른다”(Winnicott 1971, 63). 엄
마 혹은 엄마의 젖가슴과 하나라는 ‘일체감’이 아이의 무의식속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 마법적인 ‘일체감’과 ‘전능감’은 “인간으로써의 경험이 시작되는 기반이
되는 환상의 영역 속에 존재한다”(Winnicott 1971, 19). 조지는 아직 자기중심적인 환상에서 벗
어나지 못한 어린 아동이다.
엄마로부터 분리되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어린아동은 생애의 최초로 심리적 위기상황을
겪게 된다. 부모와의 분리에 의한 정서적인 어려움과 이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 어린아동은 자신이 겪는 불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담요, 인형, 장
남감 등과 같은 외부의 대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때 아동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물건들을 ‘초기 전이대상’(primary transitional object)이라고 부른다. 어린아동들이 이들 대상들에
게서 엄마의 실존을 느끼고 엄마와 동일시하는 행위를 ‘초기 전이현상’(primary transitional
phenomenon) (Winnicott 5)이라고 한다.1)
조지가 사용해왔던 아기침대도 엄마의 현존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키는 대체물로 초기 전이대상
이다. 침대로 부터 엄마만큼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정서적 유대감”(Berk 419)을 느
끼기 때문이다. 자아가 형성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조지에게 아기침대는 엄마와의 ‘일
체감’과 완벽한 교감과 같은 ‘전능감’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은 유아의 자기중심적인 환상적 판타지에 불과하지만 이는 유아가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하서
는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기반이다.2)
조지가 아기침대를 통하여 엄마와의 ‘일체감’과 ‘전능감’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전조작
기의 아동들이 지닌 특수성이 깔려있다.3) 이전 단계 보다는 약하지만 자기중심적(egocentric) 성
향이 지속되며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물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마법침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조지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
면 침대가 축축하게 젖어 있기도 했는데, 그런 밤에는 돌고래랑 [바다에서] 수영을 한 날이었다”
1) 초기 전이대상은 어린아동들이 겪는 정서적 위기상황에서 “어머니가 부재할 때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위안을 주고 달래주는 기능을 수행한다”(LaMothe 161).
2) 초기 전이대상이 유아에게 엄마의 몸처럼 “그 자체로 생생히 살아있음 혹은 실제성을”(Winnicott, 7) 지
닌다. 초기 전이대상을 버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감’나 ‘전능감’을 손상하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다
루어야 한다.
3) 피아제(Piaget)에 따르면 2-7세 사이의 아이는 전조작기에 속한다. 6-8에 해당하는 조지는 전조작기 후
반기인 직관적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이다.

36

2017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조지가 꿈속인줄 모르고 실수로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뜻이다.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조지가 6세에서 7세를 거쳐서 8세로 성장해가는 아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법침대』에 나오는 환상여행은 전조작기 아동이 지닌 심리적 반응과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고 오줌을 쌌다는 조지의 말은 전조작기에 속한 그가 현실적인 추론
능력이 부족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는 인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로 그가 현실과 환
상(혹은 꿈)을 명료하게 구분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오줌을 싼 것이다. 더 나
아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조작기에 속한 아동인 조지가 보여주는 물활론(animism)
적인 세계관 때문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조지가 속한 ‘직관적 사고기’는 아직 구체적인 언어사용
과 조직적인 사고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
들은 감각적인 반응을 통하여 사물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단순한 감각적 사고와 다소 비현실
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이들은 환상과 현실을 종종 혼동하기도 하며, 때때로 환상 속으로 깊이 빠
져들기도 한다.4)

III. 환상적 판타지의 심리적 구조
『마법침대』에는 두 개의 침대가 나온다. 1 페이지에 보면 조지의 어께까지 거의 와 닫는 창살
처럼 보이는 테두리가 3면에 쳐진 아기침대 위에 그가 서있는 그림이 나온다. 성장한 조지를 바
라보며 엄마는 “이제 이 침대가 너에게는 너무도 작아졌구나, 조지”하고 말하면서 새 침대를 사
오라고 말한다.
조지가 사용해 왔던 아기침대의 테두리에는 노란 황금색이 둘러져있고 그의 셔츠와 엄마의 머
리도 똑같이 노란색이다. “전통적으로 노란색은 아동들의 책에서 유쾌함을 상징”(Nodelman 61)
한다,5) 침대뿐만 아니라 조지의 셔츠와 엄마의 머리가 다 같은 황금빛의 노란색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노란색은 어린 병아리를 연상시켜준다. 이들 세 가지 물품들은 동일한 정
서를 표상하고 있다. 노란색을 통하여 조지의 소망, 아기침대와 엄마는 상호간에 전이가 이루어진

4) 직관적인 사고로 인하여 전조작기 아동들은 “무생물도 생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Santrock 236)고 믿으며 사물들이 사람처럼 “생각, 소망, 감정과 의도” 등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한다(Berk 236). 이러한 현상은 이직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아동의 자기중심
적인 경향에서 발현된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전조작기 아동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포
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아동들은 조지처럼 정확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상
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론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기중심성
이 강한 아동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현실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결핍되어 있고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안
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지는 인지발달이나 심리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
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다.
5) 노란색은 밝은 희망, 위안, 마음의 평화, 꿈결 같은 몽롱함 등을 나타낸다.
존 버닝햄의 마법침대: 전조작기 아동의 환상적 판타지 ( 이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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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모두 한 동일점을 지향하는 듯하다.
조지는 아빠와 함께 침대를 사러 시내로 가게 된다. 그러나 조지는 새 침대 대신에 골동품 상
점에 가서 오래된 침대를 선택한다. 사실상 조지가 이 골동품 침대를 사게 된 이유는 이 침대가
마법침대이기 때문이다. 전조작기에 속한 조지는 마법이라는 말에 커다란 흥미를 느낀다. 어린 조
에게는 현실세계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실은 조지
의 인지적 사고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마법적인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골동품 상점 주인은 “‘이 침대를 가져온 부인이 이 침대는 마법침대이며 이것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해 준다. 부인이라는 단어는 조지에게 엄마를 연상시켰을 것이며,
더욱이 엄마의 체취가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가게 해주는 마법침대는 조지
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을 것이다. 이 골동품 침대는 엄마에 대한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환상
을 무의식적으로 불러내주는 초기 전이대상으로 전치된다. 마법침대를 통하여 엄마와의 ‘일체감’
과 ‘전능감을 되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즉 엄마의 현존을 현현(顯現)시켜주는 물건으로 대치된다.
애착대상인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조지는 이 시기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박탈감 때문에 조지는 초기 전이대상을 통하여 심리적인 “공백”(gap)
(Homer 84)을 메우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 전이대상인 침대는 조지에게 일종의
“백지 표면, 즉 그의 [소망과] 욕망이 투사되는 일종의 영화 스크린으로 작동”(Žižek 8)한다. 조지
의 간절함이 마법침대라는 초기 전이대상을 통하여 환상적 판타지로 투사되는 것이다.6)
골동품 침대는 조지의 환상적 판타지가 투사되는 잠재적 공간이다. 조지의 “내적결핍이 투사
된” 침대는 엄마와의 합일을 성사시키고 ‘전능감’을 부활시키고 “환상을 발출시키는”(Lacan 1982,
48) 마법적인 매개체가 된다. 침대는 조지의 환상적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대상 아’(object a)로
그의 소망과 욕망이 투사되고 발현되는 구멍 혹은 공백이다. 엄마의 젖가슴으로의 회기와 합일을
향한 충동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근원적이고 오래된 형태의 [원초적인] 욕망” (Lacan 1992, 94)이
다. 이 원형적 엄마는 존재한 적이 없는 환상이지만 “완벽한 총체감을 주는 것으로써 상실되었을
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하는”(Coats 81) 욕망의 원인인 ‘대상 아’의 기능을 수행한다. 침대
는 초기 전이대상인 동시에 ‘대상 아’인 마법침대는 조의 환상적 판타지를 구현시키는 원천이다.
침대에는 “멀리 여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
나 마지막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첫 글자는 엠(M)으로 시작하고 와이(Y)로 끝나는 듯이 보였다.
그날 밤 조지는 침대에 누어서 기도를 한 다음 그러한 단어들(“money, matey, mummy, murky,
molly, mandy, milly, messy, minty, mousy. . .”)을 중얼거린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
6) 엄마와의 ‘일체감’과 ‘전능감’에 대한 간절한 욕구들이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변하여 그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욕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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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음날 밤에 조지는 마침내 마법의 주문을 외운 후에 환상여행을 떠나게 된다. 마법의 단어
가 무엇인지는 그림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엠(M)으로 시작하고 와이(Y)로 끝나는 단어에는 엄마
(Mammy)가 있다. 조지는 솔직하게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
마를 소리 내어 외쳤을 것이다.
사실상 유아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획득하는 ‘일체감’과 ‘전능감’은 자기성애적(narcissistic)인 환
상이다. 이러한 초기 전이현상은 거울단계(the mirror stage)의 ‘상상적 과정’(the Imaginary
Process)7)과 매우 유사하다. 거울단계에서 유아는 자아의 이미지를 발현시키고 이 환상과 자신을
동일화시킴으로써 “이상적 자아”(ego ideal)를 형성하게 된다(The Ecrits 2). 유아가 거울단계를 통
하여 구조화된 환상적 주체인 에고(ego)에게 ‘일체감’과 ‘전능감’을 획득하듯이, 조지는 환상을 통
하여 자신과 침대사이에서 엄마에 대한 “마술적 통제의 경험”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듯이 초기
전이현상을 통하여 자의식을 가지게 된 조지는 엄마에 대한 ‘일체감’과 ‘전능감’이라는 자기중심적
인 환상적 판타지를 구축한다.8)

IV. 환상적 판타지의 중요성과 의미
아직 어린 조지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로 혼자만의 환상 속에 몰입해있다. 크게 나누어 3개의
환상여행이 나온다.
*
첫날밤에 조지는 세 번의 환상영행을 하는데 그의 유야기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다.
첫날밤 첫 번째 환상적 판타지는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조가 장차 삭막한 도시
에서 살아야 한다는 미래를 암시한다. 침대가 떠있는 밝은 하늘과 아래의 풍광은 사뭇 다르게 나
타난다. 짙은 회색에 가까운 검고 구름들이 드리워져 있고 찌푸린 하늘 아래 저 멀리에는 공장
굴뚝과 교회 첨탑이 음울한 도시를 배경으로 나타난다. 찌푸린 하늘처럼 검은 회색의 스모그로
둘러싸인 채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과 거리를 가득히 채우고 줄 서있는 자동차들이 보인다. 작은
노란색 창문들과 가늘고 긴 주황색과 붉은색의 선들과 그리고 녹색의 숲들이 사이사이에 보이기

7) 라캉의 ‘상상적 과정’은 거울단계처럼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환상과 합일이 되는 심리적 현상이다.
8) 사실상 유아가 느끼는 ‘일체감’과 ‘전능감’은 그와 엄마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공간”(Winnicott 64)인
일종의 “중간 놀이터(intermediate playground)” (Winnicott 63)에서 만들어 진다. 이 중간놀이터는 유아
의 “내부의 심리적인 실체와 외부세계”(Winnicott 62 & 7) 혹은 아이의 속마음과 엄마의 실존이 결합
된 절대적인 장소로 환상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잠재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중간 놀이터는 “내적 실재와
외적 실재사이의 영역으로 아이들이 환상적으로 머물면서”(Caldwell & Joyce 100) 엄마와 완벽한 관계
를 맺는 장소이다. 초기 전이대상인 조지의 마법침대는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Phillips 119) 중간놀이터로 기능을 하는데 이곳은 그의 환상적 판타지가 구체화되는 잠재적 공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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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풍광은 황무지를 연상케 한다.9)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여행 장면을 보면 삭막한 도시의 풍광은 사라지고 몽롱한 꿈결 같은 환
상의 세계가 마법처럼 나타난다. 은은한 연노랑 빛이 감도는 가운데 흰색 배경을 뒤로하여 큰 나
무가 왼쪽에 서있고 나무아래는 세 마리의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이들의 모습이 검은색 연필로
그려져 있고 이들의 주변은 연노랑 색으로 그려져 있다. 평화로워 보이기는 하나 흥미를 불러내
지 못하는 다소 지루한 그림이다.10)
첫날밤의 마지막 환상여행을 담은 그림에는 동화같이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져 있다. 요정들과
난장이들에 둘러싸인 채 침대위에서 책을 읽는 조지의 모습이 보인다. 이 꿈같은 장면은 은은한
노란색으로 가득하다. 붉은색의 산타크로스 모자와 고깔모자를 쓴 난쟁이들과 날개달린 요정들
그리고 토끼 한 마리와 등불을 든 난쟁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투
영된 환상적 판타지이다. 엄마의 책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던 기억을 재현한 것이
다. 요정과 난쟁이들이 조지의 침대 옆에 모여 있는 모습은 마치 이들 친구들에 의하여 엄마 품
에 안겨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자기충족적인 환상 속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지의 환상적 판타지 속에는 그의 무의식적 욕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 난쟁이들과
요정들은 꿈속에서 그의 무의식적인 충동이 만들어낸 초기 전이대상의 대치물들이다. 더 나아가
서 이 그림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조지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의 현존
을 대치시킨 자기성애적인 환상이다.11) 유아시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일체감’과 ‘전능
감’이 난쟁이와 요정들과의 다정하고 친밀한 환상적 실체로 응축되고 대치되어 나타난다.
*
이튿날 밤 조지는 두 번째 환상여행을 떠난다. 이 둘째 날 밤의 환상여행은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호랑이를 어미 호랑이에게 되돌려주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해적
의 보물을 훔쳐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로 전조작기 아동의 자의식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 호랑이를 달래주고 침대로 대려가 친구처럼 함
께 누어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 어린 호랑이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돌려주고 나서
호랑이 가족에게 감사와 답례를 받는 그림이 나온다. 조지의 이런 착한 일에 대하여 “어미 호랑

9) 조지는 이 도시에 대하여 거부감을 내보이며 두려움도 느끼는데 다가 갈 수 없는 멀고 먼 나라이기 때
문이다. 조지와 같은 전조작기의 아동들은 이러한 도시가 표상하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충족이
불가능한 소망과 욕구를 마법을 통하여 충족시키려는 성향을 보여준다.
10) 조지의 모습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환상적 판타지는 어린 시절과 달리 이제 그는
먹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1) 무의식인 힘에 의하여 “왜곡되고 감추어져있을지라도. . .[꿈속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소망들이 충족
된 채로 드러난다”(Ellman and Feidelson 572). 이러한 조지의 환상은 “응축”(condensation)과 “대
치”(displacement)와 같은 꿈의 논리작용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진다 (Ellman and Feidelson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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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무척 즐거워했다”고 서술되어있다. 조지의 선행은 엄마의 칭찬을 의식한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 장면에서 길 잃은 호랑이는 어린 조지와 대치되고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
어져야만 하는 그가 느끼는 분리불안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12)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 여행에서 조지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훔치고 달아난다. 그는 바
닷가까지 추격해 온 해적들을 따돌리고 가까스로 탈출 하는데 성공한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가
장 큰 두려운 느끼게 하는 영원한 악당들 중의 하나는 후크선장으로 대변되는 해적들이다. 그리
고 해적들의 보물을 훔치는 조의 대담한 행위는 그의 자의식이 반영된 환상적 판타지라고 볼 수
있다. 해적과 조우하고 이들의 보물을 훔치고 달아나는 환상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지만 이제는 조가 현실세계를 조금이나마 받아드릴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전을 심리
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3)
*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에 조지는 마지막 환상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은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만큼 조지의 변화된 태도와 행동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돌
고래를 타고 바다에서 노는 장면과 장거리 여행에 지친 기러기들을 도와주고 마녀들과 함께 하늘
을 나는 경기를 하는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환상적 판타지는 그동안 그가 겪어온 성장과
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여행의 첫 판타지를 보면 “어느 날 밤에 조지는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간다”라
고 쓰여 있지만 침대가 섬 꼭대기에 빈 채로 남겨져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환상이지만
엄마의 대치물인 침대로 부터 조지가 벗어나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다음 그림에는
주황색으로 붉게 물든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있고 그 밑에 있는 회색빛의 바다를 배경으로 조지
가 돌고래의 등을 타고 공중으로 도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늘로 치솟은 조지와 돌고래의
앞에 하얀색으로 그려진 커다란 둥근 해가 떠있다. 돌고래 등에 올라타서 등지느러미를 잡고 하
늘로 뛰어오르는 조지의 커다란 얼굴에는 미소와 자신감이 나타나있다. 이렇듯이 조지의 자기 주
도적인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첫날밤의 환상여행에서 조지는 침대를 타고 도시 위를 날았었고, 어린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며, 난쟁이들과 요정들에게 둘러싸인 채 책을 읽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을 강하게 보였었다. 두 번째 날 밤의 환상여행에서는 길 읽은 어린 호랑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
서 칭찬을 의식한 듯한 행동을 했으며 마법을 사용해서 해적들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조지가 보여주는 환상적 판타지에는 타인과 현실을 도외시한 자기중

12) 어린 호랑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은 자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에 이와 동일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는 자기충족적인 욕망이 변형되고 대치된 환상적 판타지이다.
13) 전조작기 아동들은 “환상”뿐만 아니라 “현실”(realism)에도 관심을 가진다(Russel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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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이 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지는 조지의 마지막 환상여행을 보면 조지가 더
욱 더 성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칭찬을 의식한 행위나 이기적이기 보다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돌고래와 바다에서 수영을 한 “다음날 밤에 조지는 먼 거리를 날아왔기 때문에 많이 지친 기러
기들을 자신의 침대에 태워주었다. 그리고 그는 침대를 타고 마녀들과 빗자루를 타고 빨리 날기
경주를 벌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조지의 이러한 환상들이 아직도 전조작기의 물활론적인 성향
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침대를 제쳐놓고 돌고래, 기러기들 그리고 마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와 타인
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이
라고 한다.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을 포함하여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의 생각, 느낌, 그리고 동
기를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Gehlbach & Brinkworth 2)을 의미한다. 6-7세에 해당하는
전조작기 말기에 속한 조지는 이 두 단계사이에서 다소나마 사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
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14)
조지가 돌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으는 환상은 자기중심성에 바탕을 둔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다.
비록 환상이기는 하지만 돌고래를 타기 위해서는 돌고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호적 교감이
필요하다. 더욱이 장거리 여행에 지친 기러기를 도와주는 행위는 단순히 칭찬을 받기위한 행위가
아니라 조지의 조망수용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녀들과의 시합 역시 타
인과의 상호적인 교류와 교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보다 발전된 조망수용능력이 필
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전과 차별화된 마지막 환상여행의 내용들은 그동안 조지가 성장함에 따
라 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
『마법침대』에는 흥미로운 비교분석이 가능한 대조적인 두 장면이 나온다. 전반부에 묘사된 두
번째 마법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달이 없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용암이 어둠속에서 꿈
틀꿈틀 분출 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타났었다. 검붉은 하늘 아래는 수풀이 우거진 정글
이 어둠속에서 흐릿하게 드러나 있다. 검은색은 죽음 혹은 두려움을 표상하는 색으로 조지가가
아직도 많은 것들을 겁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지가 누워있는 침대는 왜소해 보이기보다는 오히
려 위태로워 보인다. 이러한 환상적 판타지의 초기장면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과

14) 셀만(Robert Selman)에 따르면 3~6살 사이의 전조작기 아동들은 조망수용능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데, 이는 조망수용 0 단계로 아동에서는 미분화된 조망수용능력이 나타난다. 이때 아동은 사람들의 차
이를 인식하지만 그들의 견해차는 이해하지는 못한다(Berk 466). 조망수요능력이 길러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조지에게도 해당되는 조망수용 1단계는 4~9세까지인데 이 단계에서 아동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Berk 466). 조지는 조망수용 0단계와 1단계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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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마녀들과 시합하는 마지막 환상에도 초기의 그림과 유
사한 배경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두 그림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 후자의 그림에는 검은색 바탕에
연붉은색과 연갈색이 섞여있고 커다란 둥근달이 왼쪽 위에 크게 떠있다. 진회색 사이사이로 흰색
이 듬성듬성 드러나 있어서 대체로 밝은 모습으로 밤하늘을 비추고 있다. 환한 달밤에 조지와 마
녀들이 시합을 하는 동안 이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이야기의 후반으로 오면서 조지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타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가고”(Greenberg & Mitchell,
195)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태도를 통해 그는 이제 “타인들과의 감정이입”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그들과 “공감을 더 잘 할 수 있는”(Berk 467)”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지에게 타인이나 외부 대상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망수용능력과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V. 사회성 발달과 상상적 판타지
『마법침대』의 후반부로 가면 조지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휴가여행을 떠나는 모습에서 그가 입
었던 노란색의 셔츠가 성인들이 즐겨 입는 흰색 셔츠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옷의 색
체변화를 통하여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에 조지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음을 인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장면에는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공치기를 하며 노는 조지의 모습이 나온
다. 조지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친구들과 공감하고 교재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조지
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조지는 마법 침대를 완전히 잊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조지에게 환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휴가지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급박하게 반전된다. 조지를 본 할머니는 선물을 준
비했으니 방에 가보라고 말한다. 그가 방으로 뛰어 올라가자 구석 한편에 새침대가 놓여있었다.
“‘도대체 내 마법침대를 어떻게 한거여요?’ 하고 조지가 묻자,” 할머니는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대
답한다. 조지는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마법침대를 발견하자마자 그 위로 뛰어올라 주문을 외
운 후 하늘 위로 날아간다.
애착대상인 마법침대를 찾아 쓰레기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는 조지가 아직도 초기 전이대상
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환상이 아니라 ‘상상적 판타
지’(the Imaginary fantasy)15)가 투사된 그림이다. 아기침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동안
15)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한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현실의 상황과 접목된 상상적 판
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상상적 판타지는 성인이 된 후에 후기 전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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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가 되어준 마법침대와의 이별은 쉽지가 않다.16) 휴가지에서 친구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모
습에서 조지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친분은 “동료들과 보다 원활하
게 반응하게 하여 협조적인 상호관계를 만들게 하고, 보다 확장된 동료들과의 연결망 그리고 보
다 따뜻하고 협조적인 우정”(Berk 602)과 같은 사회성을 발전시키게 해준다. 앞으로 조지는 환상
적 판타지 속에서 벗어나 타인들과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면서 “공유된 현실세계”(LaMothe,
161)에서 살아갈 것이다.
『마법침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오렌지색의 광활한 하늘이 지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
데 하늘의 중심에는 흰 구름이 있고 그 안에는 조지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지가 누워있는 구름위의 풍경은 지상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상상적 판타지
이다. 그림 밑에는 “지금 만일 당신이 침대에 아주 조용하게 누워서 주문을 외운다면, 아마도 당
신은 조지처럼 멀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마법의 주문만 알면 누구라도 환
상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림의 밑 부분에 다소 작지만 아담하게 그려진 도시의 이미지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세
계에 대한 긍정이 담겨있다. 전조작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조지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맺으며 현
실세계에 발을 굳건히 딛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다 가능성 있는 소망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
다. 환상은 몽상에 가깝지만 상상에는 현실과 환상이 접목된 보다 사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내
용들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상상적 판타지는 현실과 환상이 만나는 중간영역에 존재하며 주체
와 현실세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공간에서 펼쳐진다.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 조지가 구체적 조작기에 이제 막 진입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
부분에서 전조작기의 초기에 속했던 조지는 부모에게 의존하기에는 너무 크고 현실세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밖에 나가 친구를 사귀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시간이 흘러간 지금은 조지에
게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친구와의 상호적 관계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
다.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조지는 전조작기의 초기 전이대상인 침대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조망수용능력을 확장시켜 가면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조지
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적 판타지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상적 판타지이다.

예술철학 등의 창조적인 행동으로 승화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ee, Youngzun. “Children’s Social
Anxiety from the View of the Imaginary Fantasy ― Anthony Browne’s What I”를 참조할 것.
16) 성인이 되어서도 초기 전이대상을 버리거나 아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
을 뿐이다. 그러다가 생각날 때 간혹 꺼내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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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모리슨의 소설에 나타난 흑인 자본가:
『솔로몬의 노래』와 『러브』*1)
권 신 애
(경북대학교)

I. 서 론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소외, 정체성의 혼란, 빈곤 등
의 문제로 억압받고 있는 하류층 흑인들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다. 현재의 미국 흑인들은 수 세
기 동안 노예무역에 동원되어 착취당하다가 해방된 해방노예들의 후손들이며, 이들의 사회적, 경
제적 입지는 노예해방령의 발효와 짐 크로우(Jim Crow) 법의 종식을 거치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모리슨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
부분의 인물들은 시종일관 사회에서 열등하고 취약한 위치에 처해 고통 받는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들은 이런 유형의 인물 설정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모리슨은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1977)와 『러브』(Love, 2003)를 통하여 모리슨의 작품 내에서나 실제 미국 사회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흑인 자본가들을 소개한다.
흑인 자본가라는 표현은 위의 두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20세기 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순적
인 표현처럼 들린다. 매닝 매러블(Manning Marable)에 의하면, “흑인들이 100 퍼센트에 가깝게
고용되었던 적은 노예제도가 시행된 동안이 유일하고”(25) 이후 쓸모가 적어진 흑인들은 백인 중
심의 사회에서 인종차별 당하며 산업 네트워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방식으
로 흑인들은 노예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거나 낮은 수준의 교육으로 인해 경
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O’Connell 715). 모리슨의 소설에서 대부분의 흑인들이 역
사적,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의 하류층에 속하는 하인이나 노동자 등의 모습으로 재현되기에,
『솔로몬의 노래』에 등장하는 메이컨 데드 2세(Macon Dead Ⅱ)와 그의 아들인 밀크맨(Milkman),
그리고 『러브』에 등장하는 빌 코지(Bill Cosey)가 자본가로 설정된 것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고찰해볼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모리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흑인 자본가의 탄생
과 그 의미를 살펴본 후, 그들이 흑인 공동체 내에서 형성하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고찰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의 양상을 통하여 흑인 자본가의 존재가 흑인 공동체의 생존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 보고자한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토니 모리슨의 소설에 나타난 자본주의 비판』중 V장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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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솔로몬의 노래』의 메이컨 데드 2세는 성공한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그의 아버지인 제이크
(Jake, Macon Dead I) 는 해방노예로서 무일푼이었지만 성실히 일한 덕분에 마침내 훌륭한 농장
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백인들은 제이크가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일군
농장을 빼앗기 위해 그에게 총을 쏜다. 줄리엣 E. K. 워커(Juliet E. K. Walker)는 “흑인들이 사업
을 하는데 백인들의 제제가 정말 많았고 일부 종목은 빼앗기도 했다”(“Foreword” xx)고 증언함으
로써, 흑인들이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자본을 축적하려는 시도가 거의 불가능했음을 뒷받침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메이컨 데드 2세는 오직 “재산과 사회적 지위만이 자신과 가족을 인종차
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에 집착하며”(Gillespie 177) 비정상적으로 부의 축적에
만 몰두하게 된다.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본축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이라고 믿는 메이컨 데드 2세는 아내 루스 포스터(Ruth Foster)와의 결혼조차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속받게 될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Li 53). 그는 고급
저택과 자동차 등을 통하여 흑인 공동체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퇴거하도록 협박하기에 구성원들은 그에게 무자비함과 냉담함을 느끼게
된다. 메이컨 데드 2세는 자신의 아들인 밀크맨이 처음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준다. “네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지금
당장 알려 주겠다. 무엇이든 소유해라. 그리고 이미 네가 소유한 재산이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애써라”(Song of Solomon 55).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주장한 자본의 일반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조건 자
본을 소유하고 그 자본이 “원래가치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잉여가치(surplus value)를 내뿜으면서
자기 자신을 증식시켜야한다”(『자본론 I』 (상) 201)고 가르치고 있다. 메이컨 데드 2세가 백인의
탐욕에 의해 희생당한 아버지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오히려 그가 백
인의 자본주의 체제와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내재화하게 만들고, 물신숭배(fetishism)와 인간관계
의 사물화(reification)에 함몰되도록 몰아갔다.
『러브』의 빌 코지 역시 메이컨 데드 2세처럼 1940년대 미국 사회에서 희소한 흑인 자본가이다.
그는 미국 동부 해안의 업 비치(Up Beach) 지역에서 유색인 전용 호텔과 리조트를 소유한 자본
가이다. 그의 뛰어난 사업수완 덕분에 호텔은 유명하거나 부유한 중상류층의 흑인들만이 드나드
는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자랑한다. 메이컨 데드 2세가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자수성가
한 자본가라면 빌 코지는 그의 재산을 아버지 다크(Dark)로부터 상속받은 자본가이다. 백인 중심
의 인종차별 사회에서 법과 제도로부터 배제당한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거나, 빼앗기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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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에 당시 다크가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
은 경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백인들과 경찰들의 앞잡
이가 되어 어린 소년이든 동족인 흑인이든 개의치 않고 밀고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백인에게
굴종하며 의존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이기에 흑인들이 노예무역시대부터 내려오는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동시에 자본가가 되어서도 그들의 인종적인 한계에 갇혀버
리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아버지가 저지른 부정(不正)과 아버지와 백인 경찰들 간의 주종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빌 코지
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인과 흑인 간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그가 그의 리조트와
호텔을 운영하는 방식은 철저히 계급 위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대다수 흑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버린다(Schreiber, “Power and Betrayal” 96). 그러나 지역 최고
의 부자인 빌 코지는 “그의 수완과 그의 돈, 그리고 그가 보인 모범을 자랑스러워하는”(Love 40)
가족과 호텔 직원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들은 자본가 빌
코지의 명예와 미덕을 인정하고 그가 가끔씩 베푸는 경제적 원조에 감동하며 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오인한다. 심지어 비용을 마련해 오는 가난한 흑인들마저 호텔에
서 내치는 것을 두고 이벌린 제프 쉬라이버(Evelyn Jaffe Schreiber)는 “광범위한 백인 중심 문화
의 위계질서와 배타적 구조를 흉내 내고 있는 것”(Race 144)이라고 지적한다.
빌 코지가 그의 자본과 권력으로 저지른 가장 중대한 사건은 자신의 열한 살짜리 손녀 크리스
틴(Christine)의 친구인 히드(Heed)와의 결혼을 감행한 것이다. 52세의 남자가 손녀의 친구인 가
난한 소녀를 신부로 데려오는 데 들인 비용은 “200달러와 지갑 하나”(Love 193)였다. 그의 결혼
은 200달러의 교환가치로 성적 매력을 착취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 “적절
하지 않은 결혼”(Gallego 97)은 단짝 친구였던 크리스틴과 히드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가족에게 관계단절의 상처를 남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모리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두 자본가는 공통점을 가진다. 메이컨 데드
2세나 빌 코지는 각각 아버지로 인해 백인 중심 사회의 자본주의 가치와 위계질서의 문제점을 목
도했지만, 그에 대한 성찰 없이 백인의 자본주의를 깊게 내면화하였고 그들이 경제적 위계의 열
등함으로 인해 당한 차별을 흑인 공동체의 하류층에 그대로 재생산하였다. 메이컨 데드 2세와 빌
코지의 물신숭배와 사물화된 인간관계는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과 공동체 구성원들과는 관계단절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빌 코지의 경우 그의 자본과 권력의 발휘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기
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쉬라이버는 경제적 성공을 성취한 흑인들이 종종 자신들을 백인 문화에
동일시하면서 흑인 공동체를 버리고 떠난다고 분석하였고(Race 70), W. E. B. 두 보이스(W. E.
B. Du Bois)도 흑인 자본가들이 동족에게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
다(Marable 132).

모리슨의 소설에 나타난 흑인 자본가: 솔로몬의 노래와 러브 ( 권신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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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서 경영수업을 받으며 변화 없이 무료한 삶을 살고 있던 밀크맨은 “돈만 있으면 변
덕스럽게 굴거나 후하게 퍼주거나 또는 신비감을 줄 수 있다”(Song of Solomon 180)고 생각한다.
지금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돈과 그 돈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휘권 즉 권력뿐이다. 하지만 그
가 이런 삶을 계획하고 웃을 때 마다 그는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가식을 느끼곤 한다. 밀크맨 역
시 아버지처럼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따르고 추구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삶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밀크맨은 고모인 파일럿(Pilate)이 숨겨두었다고 믿는 금을 찾아
친구인 기타(Guitar)와 떠날 궁리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그는(밀크맨) 하얀 공작새 한 마리를 보았다. . . . 그는(기타) 주차장 경계선을 이루는 이
중 파이프를 훌쩍 뛰어넘더니, 거리를 두고 그 새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담청색 뷰익자동차 주변을 뽐내며 걷고 있는 공작새를 속이려고 고개를 옆으로 조금 돌리
고 있었다. 두 남자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째서 나는 게 닭보다 나을게 없
냐?” 밀크맨이 물었다. “꼬리가 너무 과해서 그래. 저렇게 주렁주렁 달린 보석들이 무겁게
짓누르잖아. 허영심같이. 저런 것들을 다 달고 날 수는 없어. 날고 싶으면, 너를 짓누르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지.” (Song of Solomon 179-80)

“하얀 공작새”(white peacock)에서 peacock의 사전적 의미는 공작새외에도 ‘허세’ 또는 ‘허영심’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white peacock은 백인의 자본주의적 허영심을 가진 밀크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본가인 아버지 덕분에 언젠가는 자본가가 될 밀크맨의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은 크고 화려한 꼬리를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닭보다 더 잘 날
수도 없는 하얀 공작새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그러나 밀크맨은 고모인 파일럿의 도움으로 아프리
카 조상의 뿌리를 찾아 남부로 향하던 여정에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소유에 대한 집착
과 권력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비상하던 조상들처럼 가벼운 몸이 되어 기쁨을 누린다. 조이스 호
프 스콧(Joyce Hope Scott)은 밀크맨이 버지니아에서 사냥을 하던 중, 북부 자본주의의 인위적이
고 물질적인 세계와는 상반된 자연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분석한
다(30). 그가 날아갔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기타를 따라 죽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기타가 항상
비판하던 그것 즉 부족했던 아프리카계 흑인 공동체와의 유대감은 확실히 생겨났다(Duvall 96).
자본축적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강조하던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흑인 조상들과
공동체에 눈을 돌린 후 그는 이전에 없었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충만함을 느꼈으며 아프리카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다크가 동족인 흑인 공동체를 배신한 대가로 자본을 모았고 그 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빌 코지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도 백인 사회의
자본주의 위계질서에 편승하게 되고 자본으로 인한 권력까지 획득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족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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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아버지보다 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
라 사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은인’이고 ‘수호자’이며 ‘아버지’
로 남아있다. 가족들은 서로 증오하면서 빌 코지가 남긴 유언인 “코지의 사랑스러운 아이”(sweet
Cosey child)(Love 79)가 되기 위해 분투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십 년간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해오던 크리스틴과 히드는 히드의 사고를 계기로 다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빌 코지의 정체를
밝혀내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수호자’같았지만 사실은 ‘아무데도 없는 유
령’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아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직시하며 그가 저지른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면서 더 이상 빌 코지의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사실 진짜 유언장에서 빌 코지는 그의 전 재산을 자신이 사랑했던 창녀에게 남겼는데, 그의 오랜
친구인 엘(L)이 유언을 조작하여 공동체의 가족들이 “서로 연결된 채 살 수 있도록”(Love 201)
기회를 주었고 크리스틴과 히드는 실제로 어린 시절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모리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두 명의 흑인 자본가의 탄생과 그 의미를 살펴보며 그들이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 흑인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노예해방 이후
자본과 관련된 모든 수단을 박탈당한 채 인종차별의 사회에서 흑인들은 제이크처럼 스스로 일군
자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크처럼 백인에게 종속되어 굴종함으로써 겨우 자본에 접근할 수 있었
다. 제이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메이컨 데드 2세나 다크의 부정을 알고는 증오를 숨기며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빌 코지는 불가피하게도 백인의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자본가로 성장하
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산이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메이컨 데드 2세의
믿음과 호텔과 리조트를 경영하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던 빌 코지의 다짐은 모두 실패로 돌아
간다. 메이컨 데드 2세나 빌 코지는 모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고립당하는 동시에 그들을 단절시
키고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흑인 자본가들이 흑인 공동체의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개별적인 이유라기보다 그
들이 백인 중심의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한데서 기인하는 사회적인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흑인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본가가 되고
백인의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방식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백인들에게서 경험한
위계질서를 재생산하여 공동체내의 하류층을 같은 방식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며, 물신숭배와 사물
화된 인간관계는 가족과 흑인 공동체의 유대와 사랑에 배치되기에 항상 충돌하여 그들을 분열시
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크맨이 돈이면 다 된다는 화폐 물신숭배나 허영심을 내려놓았
을 때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흑인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빌 코지의
모리슨의 소설에 나타난 흑인 자본가: 솔로몬의 노래와 러브 ( 권신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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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낸 ‘유령’과 같은 존재를 폭로하고 잘못된 신념을 말소시키려고 연대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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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안토니아』(My Antonia)에 내포된 생태학적 비전
김 향 숙
(계명대학교)

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태문제는 단순히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환경오염을 넘어
우리 일상의 삶의 방식과 의식 및 무의식의 근원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지엽
적이고 구체적인 생태파괴의 현상부터 오존층의 파괴나 비정상적 기후 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으
로 직면하는 현상들을 위시하여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로 인한 공기 및 수질오염, 물 부족, 토양
황폐, 식량 고갈 등 지구전체의 생존여부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당면하고 있는 생
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중심주의 이기심과 편의 위주로 발달된 물질문명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편의 위주로 발달된 물질문명은 자업자득으로 인간이 뿌리고 거두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생태문제에 직면토록 하였다. 환경위기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태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진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위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1970년대에 독일에서 생태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
가 출발하게 된다. 생태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문제를 성찰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사회를 꿈꾸는 문학을 의미한다. 생태학적 인식을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 문제를 다루거나 생태의식을 일깨우는
작품을 생태문학에 포함시킨다(김해옥 15). 또 생태의식을 일깨우고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이라면 문학생태학의 테두리에 넣고 있다(김욱동 32).
하나의 장르로서 생태문학이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1970년대에 앞서 일찍이 소로우
(Henry David Thoreau, 1817~1862)는 세계생태문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월든』(Walden
1854)에서 자연의 생태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공존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가치관을 정립하였다.
소로우는 『월든』의 “콩밭”에서 자연은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준다.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것은, 태양은 인간의 경작지와 대초원과 삼림지대를 차별 없이 똑
같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태양의 광선을 똑같이 반사하거나 흡수한다. 인
간의 경작지는 태양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의 작은 부분일 뿐이
다. 태양의 눈에 이 지구는 두루두루 잘 가꾸어진 하나의 정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양의 빛과 열의 혜택을 이에 상응하는 믿음과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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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콩들을 소중히 여겨 가을에 수확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내가 그토
록 오래 보살펴온 이 넓은 밭은 나를 진짜 경작자로 보지 않고 밭에 물을 주고 밭을 푸르
게 만드는, 보다 친절한 자연의 어떤 힘을 더 따르는 것이다. 이 콩의 결실을 내가 다 거
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콩들의 일부는 우드척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Henry David Thoreau, 228)

소로우는 인간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나 소유주는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 우주에 세 들어 사
는 소중한 식구 중의 하나일 뿐 이다. 이 우주라는 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구성원들이 한 결 같
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콩밭인 자연은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는 교훈을 준다(김욱동 276). 모든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한 집에
다른 생물, 무생물과 함께 세 들어 사는 존재(김해옥 16)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로우를 위시하여 미국의 생태문학 작가로는 쿠퍼(James Fenimore Cooper), 에머슨(Ralp
Waldo Emerson), 뮤어(John Muir), 레오폴드(Aldo Leopold) 등이 거론된다. 이들 남성작가들과
는 달리 투박한 미개척지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초원을 섬세한 감성으로 잔잔하게 그려낸 생태
소설가 윌라 캐더(Willa Sibert Cather, 1873-1947)가 있다. 캐더는 『오, 개척자여!』(O Pioneers!,
1913),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 1918), 『헤매는 부인』(A Lost Lady, 1923), 『교수의 집』
(The Professor’s House, 1925), 『대주교에게 죽음은 온다』(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1927),
『바위 위의 그림자』(Shadows on the Rock, 1931) 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초기에 해당
되는 『오, 개척자여!』와 『나의 안토니아』는 작가 스스로 ‘흙의 소설’(Novel of Soil)(Cather, On
Writing 93)이라 했듯이 네브래스카의 대초원을 배경으로 미개척지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 1918)는 웅대한 자연묘사와 함께 생
명력이 넘치는 대자연 속에서 강인한 여성 ․ 아내 ․ 어머니로 삶을 살아가는 안토니아(Antonia
Shimerda)의 긍정적인 모습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네브라스카의 강인한 원시적 생명력이 넘치
는 자연 풍경에 대한 탁월한 묘사는 작품의 주인공이 사람만이 아닌 자연도 동반자의 역할을 수
행하는 듯하다. 캐더는 자연을 배경으로 환경 친화적인 삶과 서부 개척지에 몰려온 다양한 국적
의 이민자들이 겪는 개척시대 초기의 농경생활을 그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의 안토니아』에
서 시종일관 묘사되고 있는 자연 속에 내포된 생태주의 적 비전을 탐색해 볼 것이다. 생태주의
적 시각에서 등장인물들이 자연을 근간으로 자아실현을 달성하고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유지해 나
가는 모습에 초점을 두어 캐더가 『나의 안토니아』를 통해 그녀의 생태주의 적 비전을 어떻게 실
현시키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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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생을 독신 작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며 네브래스카 소설을 탄생시킨 미국작가 윌라 캐더
(Willa Sibert Cather, 1873-1947)의 묘비 문에는 “당신의 작품은 이 나라와 온 국민에게 주는
불후의 선물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광대한 정신의 진실과 박애는 길이 보전될 것입니
다”(Cather, 358)라고 새길만한 평가를 받고 있다. “광대한 정신의 진실과 박애”는 그녀가 성장한
네브라스카의 대자연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더가 이처럼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남달리 일찍이 주목하게 된 근거에
대해 대표적인 캐더 연구자 로소스키(Susan J Rosowski)는 “윌라 캐더의 장소 생태학”(Willa
Cather`s Ecology of Place)에서 캐더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알고 존경했던 식물학자 베시
(Charles Bessy)와 생태학자 클레멘츠 (Frederic Clements)에게서 지적 흥미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Love, 6). 네브라스카 즉 서부(The West)에 대한 캐더의 글쓰기 욕구를 추적하던 로소
스키는 캐더의 자연묘사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서 황야에 정복되는 자연으로 진행되며 약탈
당하기를 기다리는 처녀지에 대한 글쓰기라기보다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잠을 깨어 독립하여 포
효하는” 여성 자연(female nature)으로서 서부를 그려놓았다고 주장한다. 로소스키는 캐더의 글
읽기에서 “땅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으며 황야(미개척성)와 생식력을 보유하여 여성의 미개척성과
나란히 놓는다”고 강조하면서 『오, 개척자여!』와 『나의 안토니아』에서 캐더는 대평원에서 “짐을
싸서 아담을 내 보내어 여성을 위한 낙원을 찾고 자연과 더불어 성심리의 정체성(psychosexual
identification)을 여성들에게 회복하여 자연의 미개척성(wildness)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Love
31)고 주장한다. 그는 캐더가 자연을 여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척되지 않는 황야
자연을 남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글롯펠티(Cheryll Glotfelty)는 “캐더랜드에로의 생태비평 가이드여행」”(A Guide Tour of
Ecocriticism, with Excursions to Catherland)이라는 글에서 여러 학자들이 캐더의 생태비평에 대
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프라이어(Judith Fryer)는 생태학적 관점을
남서부의 사막풍경이 캐더 서사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며 캐더가 정신적인 관련
성(spiritual connectedness)을 물질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스타인
흐겐(Carol Steinhagen)은 생태에 대해 캐더가 독특한 예술적 관련성을 실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러브(Glen A Love) 는 『나의 안토니아』에서 얽히고 설키게 연루된 풍경과 기억을 심미적으로 간
직하면서 서부에 만연 해 있는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몸과 마음의 분리,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자연과 인간성을 분리시키는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라
이온(Thomas J Lyon)은 캐더가 삶의 의미를 생명공동체(biotic community)에 두고 있어서 자연
을 인간노력을 위한 우수성의 기준(standard of excellence)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Glotf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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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캐더의 자연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관점기준에
따라 캐더의 자연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더의 친 자연 생태주의 적 관점에 대해 너그럽고 풍요로운 자연이면서 동시에 잔
인하고 모진 자연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양면적 비평도 있어 왔으나 이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각각 개성을 갖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캐더 작품 속에 자연은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중심
인물처럼 자주 상세히 묘사되어 작품이 진전해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을 만큼 자연은 주요한 역
할을 한다. 작가가 자연의 생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이와 같은 서술은 불가능할 것이다.
낭만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서술방식으로 어린 시절 추억을 독자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설정된
서문에서 짐 버든(Jim Burden)이 묘사하는 자연풍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순환하는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다.
우리가 끝없이 펼쳐져있는 누런 밀밭을 휙휙 밀어제치면서, 밝은 색깔 꽃으로 뒤덮인 목
초지와 더위에 늘어진 떡갈나무 숲을 뒤로 보내며 달리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먼지가 겹겹이 쌓인 전망차 칸에 앉아 있었다. 먼지와 열기와 뜨거운
바람은 어린 시절의 날들을 생각나게 했다. 밀과 옥수수에 파묻힌 작은 읍에서 어린 시절
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날씨라고는 온 세상이 눈부신 하늘 아래 녹색으로 파도치
고 억센 잡초와 추수를 기다리는 농작물의 색깔과 냄새로 숨이 막힐 것 같은 불타는 여름,
주위가 온통 회색 철판처럼 벌거벗을 데다 눈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만 매섭게 휘몰아
치는 겨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1)
while the train flashed through never-ending miles of ripe wheat . . . we sat in the
observation car, where the woodwork was hot to the touch and red dust lay deep over
everything. The dust and heat, the burning wind, reminded us of many things. We
were talking about what it is like to spend one’s childhood in little towns like these,
buried in wheat and corn, under stimulating extremes of climate; burning summers
when the world lies green and billowy beneath a brilliant sky, when one is fairly stifled
in vegetation, in the colour and smell of strong weeds and heavy harvests; blustery
winters with little snow, when the whole country is stripped bare and grey as
sheet-iron.2)

10살 소년 짐 버든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향 버지니아를 떠나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네브라스카에 당도한다. 네브라스카는 아직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유지
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에 안토니아 쉬메르다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보헤미아

1) Willa Cather, 『나의 안토니아』 My Antonia, 전경자 역, 열린책들, 2014, p. 9. 앞으로 쪽수만 표시.
2) Willa Cather, My Antonia, Lexington, KY ; Millennium Publications, 2015, p. 3. 앞으로 쪽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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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온 이민자로서 네브라스카의 겨울날씨에 대한 경험도 정보도 없이 끼니가 없어 썩은 감자
몇 개와 죽으로 겨우 연명해야 할 정도로 겨울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 짐 가족의 도움이 없
었더라면 첫 해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불안한 이민농가는 자연이 베푼 자비가
아니라 이웃의 도움으로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이다. 이윽고 겨울이 지나고 주변의 동물과 식물
을 깨어나게 하는 갱생한 봄에 짐 버든은 탄복하며 땅에서 풍겨 나오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한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생명으로 가득 찬 네브라스카의 여름은 중요하다. 미국 최고의 옥수수
농업 경작지로 옥수수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혹독한 중서부의 겨울을 잘 견뎌야
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활기 찬 봄과 생명이 약동하는 무더운 여름, 수확의 계절, 갈색
으로 변해 버린 황량한 겨울이라는 스릴 넘치는 계절의 순환, 즉 자연의 싸이클에 의한 날씨 변
화를 짐 버든의 시각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짐 버든은 관찰에 의해 자연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깨달으
며 성장해 간다.
나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호박처럼 나는 태양 아래 누워서 햇볕을 즐기는 존재였을
뿐이며 그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지극히 나는 행복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가 죽어서 태양이나 공기, 선이나 지식 같은 완전한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의 기분
이 그러하리라. 어쨌거나 내가 느낀 것은 행복이었다. 완전하고도 위대한 것 속으로 융해
되었을 때의 기분이었다. 그러한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마치 수면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28-9)
I kept as still as I could. Nothing happened. I did not expect anything to happen. I
was something that lay under the sun and felt it, like the pumpkins, and I did not
want to be anything more. I was entirely happy. Perhaps we feel like that when we die
and become a part of something entire, whether it is sun and air, or goodness and
knowledge. At any rate, that is happiness; to be dissolved into something complete and
great. When it comes to one, it comes as naturally as sleep. (11-2)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을 느끼는 이와 같은 태도는 친자연적 생태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인식하고
사물인 흙과 사람을 관련시키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자연은 더불
어 살며 공존적 가치를 공유하는 생태 공동체이지 결코 경쟁을 유도하는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아
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고 인간은 죽어 다시 흙으
로 돌아간다. 열 살 짐 버든이 자연과의 융합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죽어 생명의 근원인 흙으
로 돌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인간의 본능이라 볼 수 있다. 자연과 융해되는 짐의 경험은
생태주의 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 인간의 완전한 합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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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버든에게 자연은 언제나 그가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며 추억의 장소이다. 그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만나 깊은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던 클레릭교수의 학식을 존경했지만 자신이 그와 같은
학자가 결코 되지못할 이유를 자신이 성장했던 그 황야와 그 황야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의
기억 때문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인간과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몰두할 수가 없었다. 정신적인기쁨을 경
험할 때는 즉시 그 옛날 살던 벌거벗은 땅과 그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
있었다. 클레릭교수가 내 눈앞에 가져다 보여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느끼고 있
는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나에게서 벗어나 어느덧 나의 무한히 작은 과거 속에 존재하
는 인물들과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태양에 비쳤던 쟁기처럼 보다 더 힘차
고 단순해진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새로운 매력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지니고
있던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251)
I could never lose myself for long among impersonal things. Mental excitement was apt
to send me with a rush back to my own naked land and the figures scattered upon it.
While I was in the very act of yearning toward the new forms that Cleric brought up
before me, my mind plunged away from me, and I suddenly found myself thinking of
the places and people of my own infinitesimal past. They stood out strengthened and
simplified now, like the image of the plough against the sun. They were all I had for
an answer to the new appeal. (104)

실천적인 생태주의자라기보다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짐 버든은 황야 특히 안토
니아와 함께 했던 자연은 그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 풍부한 감성을 지닌 낭만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버든은 변호사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만 그의 아내 “잘 생기고 활동적이고 수준은 높
지만 감수성이 없고 기질적으로 열정이 결여된 여자, 남편의 조용한 취향에 짜증을 내는”와의 결
혼생활은 행복하지 않다.
링컨을 떠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 입학하기 전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몇 해 만에 짐
버든은 네브라스카로 돌아온다. 미혼모가 된 안토니아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
해 미망인 스티븐슨(Mrs. Steavens)을 만나러 갈 때 관찰된 자연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땅의 형태는 사람의 얼굴과 다를 바 없다는 짐의 자연 존중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바람 부는 봄철과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철이 오고가면서 저 고원지대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으며 저 대지 속으로 흘러들어간 인간의 모든 노고가 이제 결실을 맺어 기름진 밭
이 길게 줄지어 뻗어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아름답고도 조화롭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위
대한 사상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것과도 같았다. 나무 한 그루, 모래밭, 울퉁불퉁한 언덕,
등 내가 알아보지 못할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형상을 기억하듯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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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땅의 형태를 일일이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291)
The windy springs and the blazing summers, one after another, had enriched and
mellowed that flat tableland; all the human effort that had gone into it was coming
back in long, sweeping lines of fertility. The changes seemed beautiful and harmonious
to me; it was like watching the growth of a great man or of a great idea. I recognized
every tree and sandbank and rugged draw. I found that I remembered the conformation
of the land as one remembers the modelling of human faces. (120)

짐버든의 어린 시절의 자연은 성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이다.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자연
의 기운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산 속 수풀과 수목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는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의 염증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들도
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기가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다. 오늘날 황사현상도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자동차 매연 등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자연의 정기를 혼탁하게 할 수 밖
에 없으며 또 그 공기를 사람이 들여 마신다.
이와 같이 자연 자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a thing-for-us)
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것(a thing-in-itself)”(Murphy 28)임과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도 마찬
가지로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태주의 적 인식이 자리
를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안토니아』에서 캐더의 친 자연 생태주의 관점은 주인공 안토니아에게서 가장 부각되고
있다. 보헤미아에서 이주한 쉬메르다 가족은 헐벗음 그 자체이다. 이민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쉬메
르다는 엽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오빠 암브러시(Ambrosch)를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안토니아
는 힘든 농사일을 억척스럽게 감내하며 하녀생활도 하고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혼모가 되
나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 후 보헤미아 출신의 도시 남성 안톤 쿠작과 결혼하여
11명의 자녀를 두며 풍요로운 대지같이 너그럽고 따뜻한 성품을 유지한 채 나이가 들어도 생명을
불꽃을 잃지 않고 광대한 자연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이다. 개척지에서 온갖 어려
움을 극복한 후 자연에 대한 강한 애착을 소유한 안토니아는 결국 황무지를 비옥한 토지로 일구
어 내고 풍요로운 대지로 변화시켜 농장의 소유주가 된다.
안토니아의 자연에 대한 애착심과 존중은 본래 자연이 지닌 속성과 상호 조화를 만들어 내어
합일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생태주의적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어 캐더의 생태주의 비전이 잘 반
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캐더는 안토니아를 통해 자연 토양에 대한 그녀의 의식
을 분명히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안토니아의 삶의 여정이 친 자연 생태주의 적 사고에 기초해 있
기 때문이다. 안토니아의 삶이 언제나 자연 토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과의 조
화와 합일을 통해서 결국 그녀의 자연으로 회귀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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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심이 강하고 매우 부지런하며 활달하여 어디서나 적응을 잘 하는 안토니아의 긍정적인 자
아개념을 갖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안토니아와 그녀의 주인사이에는 근본적인 조화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강하고 자주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남을 모방하
려고 애쓰는 일이 없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동물들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거친
장난을 좋아하고 흙일을 좋아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
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좋아했으며 부드럽고 하얀 침대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들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했다. 거만한사람들을 비웃었고 불행한사람들은 지체 없
이 도와주었다.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섬세하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활기차고 명랑하며
삶을 즐길 줄 알았다. (177-8)
There was a basic harmony between Antonia and her mistress. They had strong,
independent natures, both of them. They knew what they liked, and were not always
trying to imitate other people. They loved children and animals and music, and rough
play and digging in the earth. They liked to prepare rich, hearty food and to see people
eat it; to make up soft white beds and to see youngsters asleep in them. They ridiculed
conceited people and were quick to help unfortunate ones. Deep down in each of them
there was a kind of hearty joviality, a relish of life, not over-delicate, but very
invigorating. (73)

위와 같은 안토니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밑바탕에는 흙과 농사와 자연에 대한 애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연에 대한 안토니아의 존중심은 자연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
니라 자연 그 자체가 중요한 유기체임을 지각하고 있다. 반면 자연 토양과 농사를 혐오하던 “몸
속에 소 냄새를 도저히 씻어 낼 수 없어 하던” 안토니아의 친구 레나 린가르드(Lena Lingard)는
시골을 떠나 도회지로 가서 양품점 열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겠다던 타이니 소더볼
(Tiny Soderball)도 시골을 떠나 버린다. 그들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토양을 개간하는데 참여했
을 뿐이고 토양의 사용가치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생태주의 적 상상력이 결여된 인물들이다. 또
한 토양개간이라는 일 자체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농사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토
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들 각자는 사업에서 성공하지만 각자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다. 열 한명을 아이와 함께 대평원에서 평화로운 생활로 나
날을 보내는 안토니아와는 대조적으로 레나에게 “가정이란 항상 어린애들이 너무 많고 화난 남자
어른과 병든 여인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가 있는 곳”(277)이다. 안토니아의 친구들은 과
도하게 자아실현에 집착해서 돌봄과 배려의 자질을 함양한 자애로운 여성성을 상실한 인물들로
안토니아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인물들과 차이를 보여주는 안토니아의 정체성은 사생아 딸 마샤(Marthad)를 양육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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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망가 버린 애인 래리 도노반(Larry Donovan)을 원망하지 않고 출생한 아
이를 “다른 여자 같으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했겠지만 도금된 커다란 사진틀에 넣어 모든 사
람들이 보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 “그 얼마나 안토니아다운가!”(299) 라고 짐은 평가한다.
그녀는 주변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며 새로운 환경에 바로 대처한다.
미혼모 안토니아의 근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찾아 온 짐에게 안토니아는 다음과 같이 자신
의 심정을 토로한다.

“난 도시에서 살면 늘 불행할거야 아마 외로워서 죽을 거야. 볏단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그루 다 아는 낯익은 땅에서 사는 게 좋아 난 여기서 살다가 죽고 싶어 켈리 신부님이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난대. 그리고 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어 난 내 어린 딸이 장차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살
펴 줄 테야, 짐, 난 내 딸을 제대로 돌봐 줄 거야” (303-304)
“I’d always be miserable in a city. I’d die of lonesomeness. I like to be where I know
every stack and tree, and where all the ground is friendly. I want to live and die here.
Father Kelly says everybody’s put into this world for something, and I know what I’ve
got to do. I’m going to see that my little girl has a better chance than ever I had. I’m
going to take care of that girl, Jim.” (126)

자연에 대한 애정과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을 지닌 안토니아는 친구들과는 달리
배려와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여성이다. 캐더는 이 작품에서 또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
동의 가치를 매우 주요하게 다룬다.
캐더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노동하던 안토니아의 근면성에 대해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노
동의 가치에서 파급되는 효과를 블랙호크 사회에 거주하는 두 부류의 여성들을 통해 드러낸다.
두 부류의 여성들이란 블랙호크에서 처음부터 거주하던 도시여성이고 또 하나는 시골에서 노동으
로 훈련받아 직업을 찾아 이사 온 여성이다. 물론 블랙호크의 젊은 남성들에게 후자 여성들은 훨
씬 매력적으로 여겨지나 이 여성들은 그 사회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황야를 일구는 일을 도우며 자란 맏딸들은 삶에서 빈곤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안토니아처럼 어린나이에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왔
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일찍 철이 들어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 체격을 보면 거의 다른
인종 같았고 들판에서 일을 하느라 모두들 활력이 넘쳐흘렀으며 읍으로 와 어색해하고 수
줍어했던 첫 단계가 지나자 몸속에 있던 그 활력이 다시 밖으로 나와 태도를 항상 긍정적
으로 만들어주고 거동도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블랙호크여자들하고
당연히 눈에 띄게 달라 보였다. (194-5)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 )에 내포된 생태학적 비전 ( 김향숙 )

61

The older girls, who helped to break up wild sod, learned so much from life, from
poverty, from their mothers and grandmothers; they had all, like Antonia, been early
awakened and made observant by coming at a tender age from and old country to a
new. I can remember a score of these country girls who were in service in Black Hawk
during the few years I lived there, and I can remember something unusual and engaging
about each of them. Physically they were almost a race apart, and out-of-door work
had given them a vigour which, when they got over their first shyness on coming to
town, developed into a positive carriage and freedom of movement, and made them
conspicuous among Black Hawk women. (80)

토지에 대한 애착과 자연환경에 대한 수용과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안토니아의 생태주의 적
가치관은 자연을 사람과 같이 여기고 돌보는 면모에서 부각되며 결국 그녀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일대의 황야를 비옥한 농장으로 변모시키므로 보상을 받는다. 이 같은 안토니아에 대해 밀러
(James E Miller)는 “안토니아는 불모의 대평원에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유롭고
도 인자한 정신을 보존하고 있어 더욱더 괄목할 만하다”(146)고 평가한다. 이제 그녀는 저장고까
지 지어 곡식을 보관할 만큼 광활한 농장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한 농장소유자가 된다. 황야
를 개간하여 농노로 이용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여 착취하는 개발로 볼 수 없다. 이는 사람이
자연의 군림자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존의 가치를 실
현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가다란 파랑 풀 속에서 자란 사과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며 안토니아는 나무를 지나칠 적마
다 멈춰서서 한 가지씩 이야기했다. “난 나무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나무를 사랑해” 손
으로 나무껍질을 비벼대면서 한 말이었다.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나무라고는 한 그
루도 없었어. 여기 있는 나무는 하나같이 우리가 심은 것들이야. 물도 길어다 줘야했었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말이야. 안톤은 원래 도시사람이어서 툭하면 낙담했
어. 날씨가 가물 때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 나무들 때문에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
어. 이것들은 나한테 자식 같았거든. 남편이 잠든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다 이 가엾은 것 들 한테 먹여주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 이 근처에서 우리 과수원처럼 수확을 많이 거두는 과수원은
없다고. (321-22)
As we walked through the apple orchard, grown up in tall bluegrass, Antonia kept
stopping to tell me about one tree and another. ‘I love them as if they were people,’
she said, rubbing her hand over the bark. ‘There wasn’t a tree here when we first
came. We planted every one, and used to carry water for them, too – after we’d been
working in the fields all day. Anton, he was a city man, and he used to get
discouraged. But I couldn’t feel so tired that I woudn’t fret about these trees when
there was a dry time. They were on my mind like children. Many a night after he was
asleep I’ve got up and come out and carried water to the poor things. And 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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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we have the good of them. . . There ain’t one of our neighbours has an orchard
that bears like ours.’ (132)

도시로 가버린 친구들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노동으로 단련된 안토니아의 얼굴은 “색다른 힘”과
“타고난 건강과 열정의 빛” 이 넘쳐나고 있다. 안토니아의 아이 출산을 도운 미망인 스티븐슨 부
인이 “타고난 엄마더라”라고 말 하듯이 안토니아는 인내심과 신중한 자제력과 건강한 열정과 진
정성을 지닌 마음씨가 바깥으로 그녀의 건강한 신체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노동으로 단련된 그
녀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명감이 용솟아 오른다. 안토니아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남겨 놓은 여인이다.
이제는 고생으로 찌든 여인이고 이미 아름다운 젊은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녀에게는 아직 상상의 날개에 불을 붙여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으며 평범한 것들 속
에서도 의미를 보여주는 눈짓하나 혹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힘을 여
전히 지니고 있었다. 과수원에 서서 작은 능금나무에 손을 얹고 능금을 올려다보기만 해
도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나무를 심는 일과 가꾸는 일과 마침내 수확을 거둬들이는 일에
대해 선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가슴 속의 강렬한 힘과 모르고 아낌없이 베푸는
관대한 마음씨가 모두 그녀의 육신에서 나왔던 것이다. 안토니아의 아이들이 모두 의젓하
게 곧게 자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마치 초창기 종족들의 창시자처럼 그녀는 생
명의 풍요로운 광산이었다 (333-4)
She was a battered woman now, not a lovely girl; but she still had that something
which fires the imagination, could still stop one’s breath for a moment by a look or
gesture that somehow revealed the meaning in common things. She had only to stand
in the orchard, to put her hand on a little crab tree and look up at the apples, to
make you feel the goodness of planting and tending and harvesting at last. All the
strong things of her heart came out in her body, that had been so tireless in serving
generous emotions. It was no wonder that her sons stood tall and straight. She was a
rich mine of life, like the founders of early races. (137)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노동을 통해 연마된 체력과 돌봄과 배려로 아낌없이 베푸는 자애로운
마음상태가 생명감이 넘치는 그녀의 신체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친 자연 생태적 환경에서 공급
받는 건강한 에너지가 신체에 용해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풍요로운 광산”에 비유되는 그녀의
힘은 자연의 정기를 받아 11명의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은 마치 대지의 여신
처럼 보인다. 로소스키는 이러한 안토니아라는 캐릭터에 대해 “신세계에 이르러 안토니아가 흙집
에서 마치 처음 태어난 듯이 나타나서 운명을 타고난 어머니, 부인할 여지가 없는 대지의 어머니
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1986 79)고 언급하고 있다. 안토니아에게 자연은 지속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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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나 짐버든과 안토니아의 해후에서 안토니아와 그녀의 집 근처 농노와 자연은 짐이
단지 기억에 머무는 장소 이상을 의미하며 자연에 깊게 뿌리 내린 안토니아에 대한 향수는 그가
그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안토니아는 자연에서 생계를 창출하면서 토지의 복
구와 갱생을 거듭하고 이제 보상을 받는다. 자연풍경과 풍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막강한 자연의
힘이 계절의 주기적 순환 속에서 후원자 또는 안내자로서 환경을 조성할 때 안토니아는 자연의
적대자가 아닌 후원자로서 공존관계를 유지한다. 안토니아를 통해 자연의 일부로서 영원한 자연
속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캐더의 생태주의적 비전을 읽
어낼 수 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생태주의의 본
질을 추구하는 안토니아는 캐더가 추구하는 자연 친 생태주의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자연 여성이
다. 안토니아는 자연의 질서가운데 토지에 대한 열정과 사람 및 자연에 대한 존중과 돌봄과 배려
의 윤리를 갖추고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룩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Ⅲ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씌어 진 생태문학은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로 여기며, 모든 유기체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계의 제반 문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결과를 유도한 원인을 찾는 작업도
함께 요구된다.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물로 여겨왔던 시각이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고가 생태계의 파괴 원인임을 자각하고 생태계 중심의 대
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무심하게 자연에 피해를 끼친다면 자신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는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캐더는 여성 주인공 안토니아가 자연에 뿌리를 유지한 채 자연과 인간 모두를 소
중히 여기면서 배려와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며 건전한 노동의 댓가로 황야와 농업을 성공적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게 끼치는 자연의 영향
을 사계절을 통해 알려주며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융합을 짐 버든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평
생 어린 시절에 경험한 충만한 자연에 천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살았던 주인공이 보여주는 생태주의 사고는 오늘날 문명의 이기로 발생하는 결과들을 타개하는
혜안을 제공한다. 또한 안락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물질문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연과 인간
이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생태사회를 염원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20세기 초기 캐더가
제시한 생태주의적 비전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며 조화로운 공생관계이다. 캐더는 이를 뛰어나
게 그녀의 문학 세계 속에 재현해 놓았다. 그녀의 생태주의 적 비전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므로 사람들의 삶은 자연과 균형을 도모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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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존 가치의 내면화를 독자에게 촉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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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EAT in English and Its Metaphors
Youngju Choi
(Chosun University)

I. Introduction
Newman (1997, 1999, 2009) shows how the concept EAT is metaphorically
conceptualized to mean ‘to possess,’ ‘to bother,’ ‘to destroy,’ etc. This paper will expand
upon Newman’s observ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orpus COCA. Since most of
Newman’s data comes from literature, his work may not be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expressions that are used in daily conversation. The COCA can supplement Newman’s
data, as it is a well-balanced collection of text. Moreover, corpus linguistics allows us to
determine which stage of the eating process, among intake, mastication, swallowing, and
digestion, is most prominently utilized in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metaphorical instances of the verbal expressions such as eat, gobble, nibble,
chew, gnaw, swallow, and digest.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econd stage,
mastication, is the most frequently perspectivized in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The
most common meaning of the metaphors related to the concept EAT is ‘to bother,’ ‘to
destroy,’ and ‘to eliminate.’

II. Corpus Investigation of Metaphorical Extensions of the Concept EAT
- Intake stage

<Figure 1> how the intake stage is interpreted metaphorically
- the mastication stage

<Figure 2> how the mastication stage is interpreted metapho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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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wallowing stage

<Figure 3> how the swallowing stage is interpreted metaphorically
- the digestion stage

<Figure 4> how the digestion stage is interpreted metaphorically
The following verbs were chosen for examination because their literal meaning is
directly relevant to the concept EAT: eat, gobble, nibble, chew, gnaw, swallow, and digest.
As has been mentioned, many of the verbs become metaphorically used only when they
are combined with prepositions. Therefore, we will examine eat up, eat into, eat at, gobble
up, nibble at, chew up, and gnaw at. On the other hand, swallow is used metaphorically on
its own as well as when it is combined with prepositions. Therefore, we will examine
swallow, and swallow up. In the case of digest, the verb is used metaphorically without
accompanying prepositions. Therefore, we will examine digest. The observation is restricted
to the root form of the verbal expressions because it i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form, and the most likely to be used metaphorically.
The following subsections are organized by the stages of eating. We will examine them
in the following order: the intake stage, the swallowing stage, the digestion stage, and the
mastication stage. The mastication stage will be examined last, as the bulk of the
metaphorical instances relating to EAT belong to the mastication stage.

2.1 The Intake Stage
2.1.1 eat up
(1) Your child is getting advanced education from older kids. Younger kids tend to
eat up everything older kids say, says Douglas, so you may want to import some
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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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complimented Greg on his ability and he seemed to eat up the compliment.

2.1.2 gobble up
(3) ... young children develop language skills, older children gobble up information
and learn to categorize it, and teen-agers pick apart arguments ...
(4) As the company uses its highpriced shares to gobble up similar Internet service
firms around the Continent, it wants to project ...
(5) All three of those films unspooled in Toronto last fall, and all three went on to
gobble up the top Academy Awards seven months later.

2.1.3 swallow
(6) If abortion was the most nettlesome issue for the Republicans, the new welfare
bill, signed only last week by President Clinton, is proving somewhat difficult for
many Democrats to swallow.
(7) In a telecommunications world that has grown accustomed to watching giants
swallow one another in a quest for scale, the splintering of one of the titans
forced many to reassess the competitive landscape.

2.1.4 swallow up
(8) The difference means that large retailers continue to swallow up more and more
of the market while the overall loss is coming out of the pockets of independent
stores.

2.2 The Swallowing Stage
2.2.1 swallow
(9) a. The first few times I had to swallow my pride.
b. This internship taught me how to push, to swallow my fear that someone’s
going to be bitchy, ...
(10) Bruck waits a second and thinks, the curtains swallow every bit of the laughter
and the sun sets behind them.

2.2.2 swallow up
(11) Like other tech firms addicted to high growth, L &H; sought to use this inflated
currency to swallow up its rivals, including the American firms Dragon Systems
Inc. of Newton, Mass., and Dictaphone Corp. of Stratford, C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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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he Digestion Stage
(12) a. Alan Greenspan is a great listener, and he exposes himself to people who
know what’s going on in this town, who are moving around the town, and he
knows how to digest that information.
b. Wall Street had little time to digest the news and stocks broke a four-day
losing streak.

2.4 The Mastication Stage
2.4.1 eat up
(13) They say the benefits offered to the undocumented are an economic albatross for
California, serving as magnets to draw people across the boarder illegally and eat
up taxes paid by legal residents.

2.4.2 eat into
(14) Nationwide chain stores with extended hours mean you can pick up anything
along the way, but too many stops at Walmart eat into travel time.

2.4.3 gobble up
(15) If we don’t enact protections now, the pressure to develop will eventually gobble
up piece by piece the remaining open space and farmland we prize on the south
coast.

2.4.4 chew up
(16) But even as the $30 billion-a-year gambling juggernaut gains momentum,
economists and regional planners are predicting that it will chew up more income
than it creates.

2.4.5 eat at
(17) Cancer doesn’t just eat at your body; it also attacks you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18) Despite the fact he may have no conscience about this at all ― in other words,
he’s a sociopath ― it’s going to eat at him unconsc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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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nibble at
(19) But so long as they nibble at the edges of our overgrown budget, they are part of
the problem.
(20) The truth is that both plans merely nibble at the edges of a system in need of
fundamental restructuring.

2.4.7 gnaw at
(21) a. But a nagging feeling continued to gnaw at me.
b. These questions gnaw at parents who observe their children at the brink of
adulthood.

III. Conclusion
We have observed metaphoric instances of ten verbal expressions which are variations
on the concept EAT: eat at, eat into, eat up, gobble up, nibble at, chew at, gnaw at,
swallow, swallow up, and digest. These instances were categorized based on different stages
of the eating process; intake, mastication, swallowing and digestion. The metaphoric
instances of swallow used the verbal phrase to mean ‘to hide’, especially ‘to hide an
emotion.’ Similarly, Swallow up was used to mean ‘to make something disappear.’ These
meanings of swallow and swallow up are linked to the swallowing stage of eating. Instances
of digest used digest to mean ‘to understand’, which is related to the digestion stage, as
could be expected.
A few instances of eat up and gobble up meant ‘to accept,’ which is related to the
intake stage, but most instances meant ‘to destroy,’ ‘to eliminate,’ or ‘to bother,’ which are
related to the mastication stage. Instances of eat at, eat into, nibble at, chew at, and gnaw
at also had meanings related to the mastication stage, making the mastication stage the
most commonly utilized in the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of the concept EAT by far.
The corpus-aided findings significantl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metaphors of the
concept EAT in English that Newman (1997) suggests. They demonstrate how often we
use the concept EAT metaphorically. They also reveal that the mastication stage, among
different stages of eating process, is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in metaphors, indicating
that negative aspects of eating, such as bothering, destroying, and eliminating, are much
more easily perspectivized in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of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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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primary stress in derived words*
1)

No-Ju,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o-Ju, Kim.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primary stress in derived word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Investigating the English primary stress in derived words, this paper will show that
English is not a pure stress language, nor is it a pure tone language. It is an accentual
language that can be better understood in terms of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Previous studies, depending upon the division of suffixes into classes 1 and 2, do not achieve
observational adequacy due to the incompatibility of stress shift with segment alternations.
Hence, this paper claims that the two issues, stress and segment alternation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in nature and thus should be explained with two different tools. Woo (2014) and
Kim & Woo (2016) have dealt with the first issue of segment alternations by way of affix
reclassification. Complementary to these studie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remaining
second issue of stress in terms of the accentual types of English suffixes, and show that the
stress issue is explained more adequately by way of adopting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nglish primary stress, suffix classes, accentless suffixes, accented suffixes,
floating-accent suffixes

(1)

(2)

A

B

AUtum<n>

autUmn-al1

dAm<n>

damn-Ation1

bOm<b>

bomb-Ard1

A

B

sI<g>n

sIgn-al1

sI<g>n

sIgn-ify1

dAm<n>

dAmn-ous1

hYm<n>

hYmn-ic1

malI<g>n

malIgn-ity1

* This paper has been supported by the 2013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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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B

Accident

accidEnt-al1

sOlid

solId-ify1

mOment

momEnt-ous1

Atom

atOm-ic1

rIgid

rigId-ity1

(4)

A

B

bOm<b>

bOm<b>-ing2

bOm<b>

bOm<b>-er2

sI<g>n

sI<g>n-age2

lIm<b>

lIm<b>-ed2

(5)

A

B

dAm<n>

dAmn-able2

cOlum<n>

cOlumn-ist2

sOlem<n>

sOlemn-ize2

A

B

sI<g>n

si<g>n-EE1

assI<g>n

assi<g>n-EE1

(6)

(7) The accentless class
-ing, -ion, -ish, -y, -er, -ize, -ist, -ism, -ness, -ment, -ly, etc.
(8) The accented class
a. -EE, -Ette, -Esque, -EEr, -EEn, -Ese, -(i)Ana, and -Ard.
b. Example of UR
*
|
-EE
(9) The floating-accent class
a. the regular: -ic, -ity, -ian, -atic, -ation,

etc.

b. the weak mode: -o<ry>/-a<ry>, -a<l>, -ou<s>, -a<ble>, etc.
c. Examples of UR’s
*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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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ddition of an Accentless Suffix to the Base
Bases

Derived Words

a. -ing

consIder

consIder-ing

b. -ish

chIld

chIld-ish

c. -y

rEsident

rEsidenc-y

d. -er/-or

sUpervise

sUpervis-or

e. -ism

tError

tError-ism

i. -ness

hAppy

hAppi-ness

j. -ment

gOvern

gOvern-ment

k. -ly

prEtty

prEtti-ly

(11) Addition of an Accented Suffix to the Base
Bases

Derived Words

a. -EE

Interview

interview-EE

b. -Ette

kItchen

kitchen-Ette

c. -Esque

pIcture

pictur-Esque

d. -EEr

mArket

market-EEr

e. -EEn

sqUIre

squir-EEn

f. -Ese

JApan

Japan-Ese

g. -(i)Ana

ShAkespeare

Shakespeare-Ana

h. -Ard

bOmb

bomb-Ard

(12) The Docking Place
a.

Input

b. Output
*

public-ity

*
publIc-ity

(13) The Docking Place in Sukuma (Sietsema 1989: 245)
*

aka-[(bona) (ama)-hagala “he saw the tree forks”
(14) Locating the Docking Place in English
a. Foot Building
Perform Mora-based Footing from Right-to-Left.
b. Nonfinality at the Foot Level (NFL)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primary stress in derived words ( No-Ju,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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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ing an accent mark with the final foot is prohibited.
c. AlignR-(*)
Align an accent mark with the right edge of a word.
d. Ranking
Nonfinality at the Foot level (NFL) >> AlignR-(*)
(15) a. Input

b. Foot Building
*

*

* *
* *
pu. bli. c-i. ty

(* *) (* *)
pu. bli. c-i. ty

c. NFL

d. AlignR (*)
*

*

(* *) <(* *)>
pu. bli. c-i. ty
(16) a. Input

(* *) <(* *)>
pu. blI. c-i. ty
b. Foot Building

*

*

* * *
**
e. co. no. m-ic

(*) (* *) (**)
e. co. no. m-ic

c. NFL

d. AlignR-(*)
*

*

(*) (* *) <(**)>
e. co. no. m-ic
(17) a. Input

(*) (* *) <(**)>
e. co. nO. m-ic
b. Foot Building

*

*

** **
**
dam. n-a. tion
c. NFL

(**) (**) (**)
dam. n-a. tion
d. AlignR-(*)

*
(**) (**) <(**)>
dam. n-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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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Weak Mode Floating-accent Suffixes
-o<ry>/-a<ry>, -a<ble>, -a<l>, -ou<s>, etc.
(19) a. plAnet

plAnet-a<ry>

b. advIse

advIs-o<ry>

c. sYnomim

synOnim-ou<s>

d. pArent

parEnt-a<l>

e. compAre

compAr-a<ble>/cOmpar-a<ble>

(20) a. Input

b. Foot Building
*

*

* * * <*>
pla. ne. t-a <ry>
c. NFL

(*) (* *) <*>
pla. ne. t-a <ry>
d. AlignR-(*)

*

*

(*) <(* *)> <*>
pla. ne. t-a <ry>

(*) <(* *)> <*>
plA. ne. t-a <ry>

(21) Align (Foot, l; Syllable, l)
Align the left edge of a foot with the left edge of a syllable.
(22) *Superheavy Foot
Constructing a superheavy foot is prohibited.
(23) a. Input

b. Foot Building
*

*

* **
* <*>
a. dvi. s-o. <ry>

(*) (**) (*) <*>
a. dvi. s-o. <ry>

c. NFL

d. AlignR-(*)
*

(*) (**) <(*)> <*>
a. dvi. s-o. <ry>

*
(*) (**) <(*)> <*>
a. dvI. s-o.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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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cOm.pa.ra.<ble>
b. com.pA.ra.<ble>

‘similar to sb/sth else’
‘able to compare, similar but have
differences’

(25) a. -ic-a<l>: theatrical, historical, metrical, cyclical, grammatical, classical
b. -ic-ity: systematicity, iconicity, centricity, canonicity, periodicity, specificity
c. -ous-ity: voluminosity, monstrosity, nervosity, pomposity, scrupulosity
d. -al-ity: tonality, artificiality, actuality, causality, nationality, accentuality
e. -ic-(i)an: phonetician, academician, diagnostician, politician, theoretician
f. -ic-al-ity: theatricality, classicality, cyclicality
(26) The OCP-(*)
More than one accent mark is prohibited within the word domain.
(27) Peripherality
Any constituents marked as extrametrical is prohibited from occurring
domain-internally.
(28) a. Input
H1
theatr –ic

H2
-al

H3
-ity

b. Output
H3
theatr -ic -Al -ity

Concluding remarks
English is not a pure stress language, nor is it a pure tone language. It is an accentual
language in between. It reflects different aspects, in different degrees, of the stress-tone
continuum. English is simply less accentual than Sukuma and North Kyungsang Korean,
but more accentual than the pure stress languages such as Maranungku, YidinY,
Winnebago, etc. This paper suggests that a fresh look at the vast body of accumulated
language data from this new perspective may well reveal the hidden “hybrid nature” of
other languag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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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현대연극과 취약성의 사유: 사라 룰의 The Clean House
김 영 덕
(경북대학교)

Ⅰ. 전쟁과 테러리즘, 세기말의 “불안정한 생명”
본 논문은 근대 서구의 합리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영미연극이 2차대전의 참상을
계기로 합리성에 대한 환멸을 표현하는 새로운 연극으로 진화하면서 존재의 취약성(vulnerability)
을 중요한 연극의 주제로 설정하고 마침내 20세기말과 21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
대두된다는 점을 분석한다. 취약성은 “인간조건의 근본적인 부분”(Gilson 4)으로 인식되는데, 그
뜻은 유체성으로 인해 인간은 신체적, 물질적 필요성과 질병, 부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화한 사라 룰(Sarah Ruhl)의 『깨끗한
집』(The Clean House)에는 신체를 가진 인간의 고통과 유한성과 도움의 필요에 대한 사고가 저변
에 자리 잡고 있고 부조리극을 연상시키는 블랙 코미디적인 장면들을 통해 질병과 죽음에 의해
채색된 인간조건을 잘 보여준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더불어 발발한 보스니아 내전과 걸프전, 21
세기 초의 9/11 사건 등 세기의 전환기에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전쟁과 테러리즘은 1990
년대 이후 영미극의 정치적 무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90년대 영국의 사라 케인(Sarah Kane), 마
크 레븐힐(Mark Ravenhill) 같은 신세대 작가들은 자극적 이미지와 언어로 이 시대를 표현하였
고, 90년대 미국 사회 내부의 ‘문화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 극작가들은 9/11이후 미국
이 타국의 폭력 사태와 동떨어진 곳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온 취약
성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90년대 젠
더와 섹슈얼리티 논의의 중심에 있던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9/11 테러에 대응하는 미
국사회를 논의한 『불안정한 생명』(Precarious Life)을 발표한 것은 9/11 이후 “증가된 취약성”
(heightened vulnerability)에 대한 논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후 영미연극 작품 중에는 전쟁의 참상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 작품이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쟁과 존재의 취약성을 극화한 사무엘
베켓의 1957년작 『엔드게임』(Endgame)은 질병과 죽음에 노출된 유체적 인간의 모습과 타인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햄(Hamm)은 눈이 보이지 않고 부상
을 당한 상태여서 클로브에 의존하여야 움직일 수가 있으며, 클로브(Clov)는 햄이 음식을 통제하
고 있기에 그에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어릴 때 햄에 의해 입양된 클로브는 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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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수행하는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이곳에 남아 있으면 언젠가
그도 햄처럼 병들게 되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햄은 “언젠가 너도 눈이 멀게 될
거야, 나처럼. 텅 빈 공간, 어둠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이 거기 영원히 앉아 있겠지. 나처럼.”(One
day you’ll be blind, like me. You’ll be sitting there, a speck in the void, in the dark, for ever,
like me. 109)이라고 그의 미래의 삶을 요약한다. 질병과 신체적 손상에 노출되어 죽음을 기다리
며 서로를 의지하여 목숨을 유지하는 햄과 클로브를 통해 베켓은 헤겔적인 상호의존성을 형상화
한다. 베켓에게 인간은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다. 햄의 생존은 클로브에 의존하여 가능하기에 그의
삶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클로브와의 관계의 산물이다. 클로브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햄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영토의 경계선과 망가져가는 몸의 경계선을 중시하지만 그 정체성은 관계와
분리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그가 수호하려는 왕국의 국경선도 바깥 세계와의 관계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가 클로브를 입양한 것처럼 새로운 양자를 입양하려는 언어 행
위는 자아의 경계선 밖의 세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선 너머
타자가 있기에 햄은 존재할 수 있다.
에드워드 본드(Edward Bond)의 1971년작 『리어』(Lear)는 베켓의 극이 보여주는 상호의존적 자
아 개념을 국경선의 정치학으로 극화한 대표적인 전후극으로서 영토를 중시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의 비극적 세계관과 베케의 부조리적인 세계관을 동시에 비판한다. 본드의 주인공인 절대군주
리어는 국경선(“wall”)을 건설하여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대 공사를 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오히
려 전쟁을 초래한다. 딸들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고문당하고 시력을 상실하고 추방된 뒤 햄처
럼 남의 손에 의존해야하는 처지가 된 리어는 국경선의 폭력성을 깨닫게 된다. 그는 저항군을 이
끌며 국경선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 리어가 가상하는 “적”은 전후 영국으로 유입된 수많은 아시
아/아프리카 식민지 이주민과 난민을 상기시킨다. 국경선의 건설과 전쟁은 타자 즉 “적”을 규정하
고 죽임으로써 영토를 지키고 자아를 확립하려한 국가주의를 상징한다. 마치 20세기말에서 21세
기에 거쳐 지속되는 난민 문제를 예견하는 것 같은 이 극은 섬나라로 축소된 탈제국주의 시대 영
국을 지키려는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비웃듯이 주인공 리어
는 눈을 상실하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가 없게 되고 자신의 몸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된다. 리어는 국경선이야말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아와 타자의
구분의 폭력성을 인식한다. 가해자였던 리어가 피해자가 되는 과정은 나와 “적”이 서로에 의해
파괴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파괴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들 인물들은 취약성
을 공유하는 존재들이다. 전쟁과 폭력은 혁명과 정의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며 일상적인 평범함의
모습을 띈다. 이처럼 본드가 파괴되는 몸과 국경선에 대한 집착을 소재로 취약성의 주제를 사유
한 점은 베켓의 극과 유사하지만 사회주의 극작가 본드의 극은 전후 국가주의의 폭력성을 적극적
으로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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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케인의 『폭파』(Blasted)는 전쟁에 노출된 호텔 벽이 폭파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영국민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국경선을 파괴한다. 1995년 발표당시 유럽은 이미 보스니아 내전의 상처가
깊었지만,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영국과 무관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케인은 유럽의 상황이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인들이 전 지구적 전쟁과 테러리즘에 노출
된 것을 깨닫게 된 것과 유사하다. 폭력에 노출된 국경선의 취약성은 세기말 전환기 작가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부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두된 국경선 담론은 리어를 연상시키듯
멕시코 국경을 재건하고 이슬람을 비롯한 적성국가의 이민을 통제하려는 신국가주의 정책으로 현
실화된다. 이 현상은 이미 9/11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이고, 유럽이 유고내전이후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오래전부터 경험한 것이었다.
케인의 『폭파』는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국경선의 붕괴라는 이미저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안
(Ian)은 여성과 흑인과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등 90년대 다문화담론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영국 백
인 남성이다. 베켓의 햄을 연상시키듯 질병으로 망가진 몸을 가진 그는 햄처럼 자신의 영국을 수
호하기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인물이다. 케이트(Cate)에 대한 성적 폭력은 그의 폭력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케인이 극화하는 폭력은 시대의 폭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폭력에 노출
된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효과가 더 크다. 이 극에 재현된 전쟁은 영국과 적국의 전쟁이 아
니라 갑자기 안방이 전쟁터가 되고 적과 아군의 구분이 불가능한 폭력이 만연하는 상황이다. 폭
력적인 이안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리어의 경우처럼 폭력에 노출된 인간의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이안은 햄처럼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의 고통과 리어처럼 정치적인 고문
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시력상실, 유고내전에서 성적 폭력의 희생자가 된 수많은 여성과 케이
트의 성적 폭력을 집대성한 인간의 폭력과 고통의 화신이다. 그가 당하는 이러한 다양한 폭력과
고통의 모습을 통해 20세기 인간의 취약성의 집약하여 보여준다.
이안의 모습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을 통해 폭력과 취약성의 의미를 제시한다. 보다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취약성이라는 단어와 구분하여 폭력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상처
받고 목숨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불안정성
(precariousness)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안처럼 폭력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미국을 설명하면
서 버틀러는 “폭력이야말로 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주된 취약성이 가장 무섭게 노출되는 방
식”(Precarious Life 28)이라 주장한다. 폭력은 타자에 행위를 가하여 위험에 빠트리고 손상을 초래
하고 목숨을 위협한다. 이러한 폭력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를 가지고 사
는 개인의 타자에 대한 취약성을 케인의 인물들은 보여준다.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대 위에 얼
굴만 노출된 이안의 형상은 만연한 폭력에 어떤 윤리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작가는 묻는다. 죽어
가는 상황에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원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이안의 얼굴은 버틀러의 표
현을 빌면 “인간 고통”(human suffering, 144)을 표현하는 강렬한 형상화이다. 그의 무방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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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은 타자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무방비로 노출된 이안은 케이트에게는 복수의 기회를 주기
도 하다.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케이트에게 살해
의 충동을 주지만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적 명령을 내린다. 타자의 얼굴은 극단적인 취약
성의 표현이라는 레비나스의 이론을 재해석한 버틀러의 논의를 적용한다면 케이트가 이안의 고통
에 반응한다는 것은 삶의 불안정성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고 타자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134). 이안에게 음식을 먹이는 케이트는 베켓의 클로브의 소극적인 상호의존성을 적극적인 윤리
적 대응으로 발전시킨다. 리어가 목숨을 바쳐 국경선을 파괴하려하는 반면 케이트는 또 다른 방
식의 저항을 제시한 것이다.
저널리스트 이안의 태도에서 보듯이 태브로이드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타국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은 영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며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는 관객에게 거
리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유고의 문제는 국경선 너머의 문제인가? 미디어는 멀리 떨어진 문
제를 가까운 이웃의 문제로 재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웃의 문제를 먼 세계의 문제로 표현할 수
도 있다. 케인은 우리의 자아가 타자의 존재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면 전지구적 책
임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케인의 극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은 붕괴 가능한 경계선이 전제된
개념이다. 유럽의 전쟁, 미국의 9/11이 보여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위협, 나아가 자아에 대한 위
협은 자아와 타자,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이다. 자아는 타자와 묶여져
있고 서로가 상대를 파괴할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모두 상대의 파괴력에 노출된 취약한
존재이다. 폭력과 악의 평범함에 노출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존의 지혜이자 비폭력의 윤리
라는 것이다.

Ⅱ. 룰의 취약성의 윤리
사라 룰의 극 스타일은 가벼움과 유머로 잘 알려져 있지만 『깨끗한 집』은 아버지의 암투병이라
는 자전적 경험과 특유의 페미니즘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취약성과 9/11이후 미
국 사회를 극화하여 그녀만의 독특한 정치적 주제를 제시한다. 이 극에서 룰의 인물들은 인간의
두 가지 취약성의 양상을 보여준다. 아나(Ana)는 유방암 환자이며 그녀의 투병과 죽음은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이 극에서 질병은 주체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통제하는 것
이 불가능함 의미하며 깨끗함을 중시하는 의사 레인(Lane)의 집의 더러움에 비유된다. 집을 깨끗
하게 정돈하기를 원하는 레인은 브라질 출신 가사도우미 마칠기(Matilde)와 언니 버지니아
(Virginia)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레인과 버지니아가 중시하는 “깨끗한 집”과 “깨끗함”은 삶의 통
제를 의미한다. 이 “더러운” 세상에 아이를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버지니아는 “세상을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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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a deep impulse to order the universe, 37)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정리 정돈한다.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태도는 삶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욕망을 대변한다.
이러한 욕망은 왕국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햄의 욕망과 유사하다. 집안 청소는 의사의
수술과 치료에 비유된다. 여기서 의학은 신체를 통제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근대성의 담론이다.
룰은 또한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인물들의 의존적 상황을 통해 근대적 주체, 즉 자주적이고 독
립적인 주체의 개념을 해체한다. 마칠기는 직업과 거주할 곳이 필요하며 환자 아나는 돌봐줄 사
람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들이다. 레인으로
대변되는 미국 중산층 가정은 이들 외국인에 의해 침범당하고 와해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미
국의 경계선의 붕괴를 의미한다.
인물들의 취약성은 상호의존성으로 이어진다. 레인의 남편 찰스(Charles)는 환자인 아나를 수
술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져 레인과 이혼하고 아나와 재혼하지만 두 가정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룰은 무대 공간을 독특하게 구성하여 레인의 아파트와 아나
의 아파트가 아래위로 위치하도록 한다. 찰스와 아나의 집이 레인의 집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들이 던지는 물건은 아래층인 레인의 거실에 떨어진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깨끗한 집”을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이나 인간관계도 깨끗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아파트의 아래위에 살면서 위층에서 물건을 아래층으로 던지고 오염시키는 상황은 단순히 희극적
효과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물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부각시키는 장치이며 가정/자아의 경계
선이 불확실한 상황을 보여준다. “깨끗한 집”이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는
이들 삶에서 우연이 아니라 상존하는 삶의 조건이다. 건강과 결혼과 거실이 전부 엉망이 되는 상
태는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깨끗한 집의 불가능성은 유아론적인 주체, 독립된 주체의 자주성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자아와 타아의 경계선이 해체됨을 의미한다.
룰이 근대성을 대변하는 의사 부부와 암환자와 가사도우미를 통해 이성적 주체 개념 대신 유체
성과 의존성을 강조한 것은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근대성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
주적, 독립적 주체 개념에서는 취약성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 지운다. 이러한 주체 개념에 반기
를 든 파인먼(Martha Fineman)은 사회 불평등과 차별은 자주적, 자유주의적 주체의 신화에 기초
한 제도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취약한 주체”(vulnerable subject) 개념에 기초한 제도를
주창한다(17). 이와 마찬가지로 사라 룰도 타자에 대한 돌봄을 중요한 도덕적 의무로 제시한다.
돌봄의 윤리는 권리와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무적 윤리와 달리 관계, 의존성을 중시한다. 의존
성, 감성, 관계, 애정, 화해, 자비, 용서를 중시하며 의무적 윤리의 가치인 이성, 자주성, 규칙, 보
편성과 대비된다. 룰의 극은 정의에 기초한 의무적 윤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독립적, 자주적인
인물 대신 돌봄의 주체인 관계적이고 의존적인 인물들을 극화한다. 취약성이 반드시 의존성을 초
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룰의 극에서 아나의 의존성은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극화된다.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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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니 버지니아의 “모두가 돌봄이 필요해”(Everybody needs to be taken care of.)라는 말은 모
든 인물에게 적용된다.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돌봄의 관계에서 동정심(misericordia)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은 타인의 곤경에 대한 슬픔이나 비애(125)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것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친구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인
식, “이 곤경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125)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이 동정의 미덕을
타자에게 베푸는 것은 공동체의 관계에 이 타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매킨타이
어는 응급하고 극심한 필요성에 처한 타인에게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 관계, 의무감을 넘어 호의
를 베푸는 미덕이 바탕이 되는 관계, 돌봄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의 형성을 주장한다.
룰의 극에서 레인이 죽어가는 아나를 돌보게 되는 과정은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레인은 처음
에는 의사로서 직업적인 의무감에서 아나를 돌본다. 아이가 없는 그녀는 모성애적인 돌봄의 경험
과는 거리가 멀며 버지니아의 돌봄을 거절한 것처럼 자매 간 유대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
러한 레인의 돌봄은 결혼 파탄의 장본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불러들이는 점에서 매킨타이어가
논의한 동정의 미덕을 베푸는 행위이고 넬 노딩즈(Nel Noddings)가 말한 “윤리적인 돌봄”의 행위
로 설명할 수 있다. 일견 부조리해 보이는 인물들의 인간관계는 취약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
미 있는 사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인물들의 행위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
하고 있으며, 취약한 타자는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윤리적 책임감을 유발한다. 케인의
여주인공 케이트처럼 룰의 인물들은 타자의 “취약성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Gilson 4)하는 윤
리적인 사유를 제기한다.
결국 룰은 “지저분함”으로 상징되는 취약성을 인간조건으로 설정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2막에서 가족/공동체의 공간과 알래스카의 공간의 대비는
이러한 대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룰은 찰스의 방식과 여성들의 방식, 이 두 가지 도움의 방
식을 대비시킨다. 찰스는 아픈 아내를 두고 알래스카로 주목나무를 구하러 떠나버린다. 그는 이
나무가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찰스의 관심사는 치료이며 돌봄이 아니다. 그
는 아나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영웅적인” 모습으로 대안적 치료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아나가 죽은 뒤 너무 늦게 도착한 그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사
로서 실패한다. 그뿐 아니라 가족으로서도 실패한다. 환자인 아내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재하여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찰스의 애정은 돌봄보다는 치료, 공동
체보다는 자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는 돌봄보다는 치료를 중시하는 근대성의 합리주의와
과학을 대변하고, 그의 행동은 열정과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를 대변한다. 그의 행동은 아내를 위
한 것이므로 당연해 보지만 결과 없는 열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킨타이
어가 열정이 아니라 “미덕”이 필요하다(124)라고 한 말은 의미가 있다.
찰스의 애정과 노력은 여성들의 돌봄의 윤리와 공동체적 의존 관계와 대비된다. 운명을 열정으

86

2017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로 이어가는 찰스의 탐구에 대비하여 여성들의 돌봄은 운명과 열정보다는 공감과 공동체를 만들
어낸다. 룰은 남성의 열정보다는 여성들의 동정심을 통해 돌봄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성적 운명보
다는 신체적 돌봄을 중시한다. 공동체의 공간과 알래스카의 공간을 병치시키는 무대기법은 두 가
지 서로 다른 방식의 도움을 대비시킨다.
사실 이 극의 초반부에서 레인은 의사인 자신이 가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 타민족/이민자 여성인 마칠기의 가사 노동을 당연시하는 레인은 의사로
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2막에 와서 변화한다.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버
지니아는 “마칠기는 내게 누이와 같아”(Matilde is like a sister to me.)라고 말하며 마칠기와 같
이 일하면 가족 같은 여성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두 여성의 공동체는 가사 노동에만
국한되며 여전히 완전한 공동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젠더나 계급 차이보다 언어의 차이로 대변
되는 문화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간극으로 나타난다. 마틸다의 브라질 발음인 마칠기로 발
음하는 유일한 인물은 같은 남미 출신의 아나뿐이며 마칠기의 포르투갈어 유머를 이해하는 사람
도 아나가 유일하다. 관객은 유머를 영어로 번역된 자막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며 레인과 버지니
아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나와 마칠기는 유머 공동체를 형성한다. 웃음은 공유된 문화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웃는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웃음은 문
화적 현상이며 사회적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웃음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계 지향
적 현상으로 전환시킨다. 룰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웃음은 일종의 수용이다(Laughter is a
kind of acceptance. Durham 60 재인용). 레슬리 더럼(Leslie Durham)은 남성의 희극이 공격적
이라면 여성의 희극의 특징은 수용과 돌봄이며, 따라서 룰의 극은 “여성적인 희극 미학”(a
feminine comic aesthetic)을 보여준다고 논의한다(Durham 60).
유머가 돌봄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칠기가 웃음을 통하여 아나를 안락사 시키려는
장면이다. 아나는 찰스를 기다리지 않고 죽고 싶어 하며 유머로 죽여 달라고 요청한다. 유머를 통
한 죽임은 일종의 안락사이며 극단적 돌봄이다. 아나에게는 웃으면서 죽는 것이 궁극적인 돌봄이
된다. 아나는 찰스의 사랑보다 여성들의 돌봄을 선택한다.
웃음을 통한 죽음은 폭력과 상실이 아니라 관계 지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 극에 반
복되는 조크는 타 문화의 번역불가능을 드러내고 다문화주의 시대 차이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마
칠기가 상상하는 천국은 번역이 불가능한 조크가 넘치는 곳이다. 다름이 공존하되 하나의 질서와
언어로 정리되지 않은 곳은 상상할 수 있지만 웃음의 공동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타자와 자아의
이분법과 정체성 정치학과 자주적 주체성을 중시하는 곳이다. 마칠기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조크
로 웃다가 죽는다. 이러한 죽음은 폭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진전된 단계에 나타나는 죽
음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집단적 돌봄의 행위가 웃음처럼 청소/정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버지니아의 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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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다. 아나를 보내는 마지막 기도에서 마칠기는 “물이 먼지를 씻어내듯이 기도는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A prayer cleans the air the way water cleans the dirt. 107)라고 말하면서 기도
의 정화 기능을 언급한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버지니아는 기도에서 아나의 영생과 유희를 기
원하는데, 이 또한 마칠기의 유머처럼 돌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언어가 된다. 더럼의 논의처럼
마칠기의 웃음과 버지니아의 기도는 정화 작용을 통해 “사람을 정화”(58)시킨다. 정화와 청소의
개념은 사라 케인의 두 번째 작품 『정화』(Cleansed)의 주제이기도 하다. 폭력의 정화를 강조하는
케인에 이어 룰은 정체성과 국경과 차이의 정화를 극화한다. 이런 점에서 이 극은 청소 대신 정
화를 추구한다. 물리적인 더러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정화하여 극복하
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과 돌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학적 차원에서 여성적 웃음은 돌
봄의 윤리와 연결된다. 의무적 윤리가 정의를 중시한 것처럼 룰은 공동체의 윤리와 웃음이야 말
로 정의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마칠기가 “더 많은 여성이 조크를 안다면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정
의가 있을 거야.”(If more women knew more jokes, there would be more justice in this world.
26)라고 말할 때 웃음의 카타르시스를 의미한 것으로 들리던 것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정의”
라는 근대성의 도덕 담론을 “여성들”의 공동체 돌봄의 윤리로 대체하는 룰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룰의 극은 “지저분함”으로 상징되는 인물들의 취약성을 인간조건으로 설정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중요한 대안적 질서로 제시한다. 이 극에서 그려지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상호
의존적 상황은 “깨끗한 집”보다는 오히려 지저분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아론적이고
소외된 정리된 집, 가부장적 가정 보다는 관계 지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부각시킨다. 즉
돌봄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일로 단순화시키지 않는다.
인간은 질병, 폭력과 같은 취약성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극이 던지는 문제이다. 현대연극은 전후 영미 무대를 지배한 자아와 국경선의 이미저리대신
취약성의 이미저리로 대체하여 우리의 존재와 사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사유하기를 요구한다. 룰
의 극은 타문화와 소수자 인물을 등장시키면서도 이들의 타자화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극화함으로
써 정체성 정치학과 다문화주의를 넘어 공동체 윤리를 제시하고, 세계화 시대의 폭력에 대응하여
자아의 경계/국경선의 해체를 바탕으로 하는 취약성의 윤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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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liberal Predatory System and Governmentality
홍 은 숙
(동국대학교)
Neoliberal governmentality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mpetition and free market.1)
The ideas on the social and the common are ignored under the neoliberal system and
are subordinated to the economy. With the viewpoint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Margaret Thatcher Foundation), the neoliberal principles spread to the life-world at the
level of day to day life.
The neoliberal governance is not intervening on the market. . . . but on the social
tissues, so that the concurrential mechanism can expand and multiply at all levels
and in all regions of the social body. (Cotoi 113-14)

A variety of capitalistic characters gather around the acquisition. Albion, which is the
ancient Greek and Roman name for Britain and “obviously deficient in management,
old-fashioned, and paternal” (Doan 71), represents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 of
England before the Thatcher era. In this respect, Albion is to be removed by the new
capitalist human race to promote the ideas of neoliberalism and to secure the post Big
Bang social imaginary.
Corman’s war cabinet for the acquisition consists of a corporate raider, industrial spies,
brokers, an American arbitrageur, a third world capitalist, an African investor, a takeover
artiste, an insider trader, and so on. They ingeniously manipulate the socioeconomic state
to their advantage, systematical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successfully arrange the
unfettered acquisition, and stop at nothing to fulfill their own exceedingly rapacious
desire for the acquisition.
All the characters are complicit in this illegal acquisition. They verily focus on making
serious money and don’t pay attention to the ethics of their financial activities, even
facing the death of a friend or a sibling. Corman, “a very highly successful dawn raider”
(222), prioritizes the acquisition over the death of a team member. He thinks “that
matters of life and death came a poor second.” (242). He radically undermines human
relationships. With Corman coping with the sudden death of Jake, Churchill provides
“an even more vivid dramatization of how capitalism reduces social relationship to what
1) The slogan of neoliberalism and market globalism is suggestive of Thomas Frank’s ‘one market under
God’. To shape the world market in its own image is the neoliberal inclination. It makes everything
subservient to an absolutely fre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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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and Engels call the cash nexus” (Gobert 56).
They risk their lives when they do financial activities, and enjoy high risk for a high
return. They even illegally manipulate borrowed-name bank accounts to clinch the deal.
When needing “a whole lot of finance from somewhere” (226) to acquire a three times
bigger Albion, the team contrives plans to solve a cash flow problem. Comparing the
appropriation of funds with gambling, they discuss the fundraising tactics. While Zac
appropriated money for business by managing junk bonds in America, he worries whether
the same method is still valid in England.
ZAC. The last couple of years in the United States it’s been takeover mania. . . .
Junk bonds are a quick way of raising cash, but it’s kind of a hit ‘n’ run method,
which doesn’t go down too well in Britain. You don’t have millions of private
investors crazy to gamble on debt. (228-29)

Wheeler-dealer Zac strives for new methods to raise cash by accepting Corman’s advice
to use “some tricks” (229). They find a range of tricks such as tax neutral benefits and
the manipulation of the exchange rate. “Dirty tricks like insider dealing and getting into
horrendous debts” are just part of their business (Muller 354). They brag about their
experience: “I got the rate of interest down a couple of ticks” (229) and “being in debt
is the best way to be rich” (229).
In the mean time, something unpredictable happens in the middle of the operation.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Jake committed suicide during the DTI investigation. The
death causes confusion to the team. Jake is ‘a bug’ in the neoliberal system. The system,
encountering the bug, is eager to delete it for system restoration. Jake is an infamous
insider trader. Inside trading for the Corman’s team is a kind of invisible hand. As
corporate raider Corman says, Jake is “a bit like God” in that he “makes things happen”
(265). Furthermore, Jake never comes to the front and he is behind a vile of secrecy.
He is the team’s invisible earner and their secret to conceal. Jake plays the role of
invisible hand under the system of neoliberalism.
Jake adapts to the new game rules pretty quickly. The other characters, who are
deeply involved in Corman’s take-over deal, make serious money relying upon insider
information from Jake. While Adam Smith’s invisible hand is a term to emphasize the
self-regulating nature of a free market and becomes an aesthetic term to symbolize a free
market economy, the term in Serious Money is an illegal rule to operate the neoliberal
system.
SCILLA. If it was just insider dealing, it’s not a proper crime like stealing. They
say it’s a crime without a victim. He’d hardly kill himself just because the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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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d him.
GREVILLE. Dammit, why should he die for something that’s not a crime? (It’s not
illegal in America, Switzerland, Japan, it’s only been illegal here the last few years.)
(221-22)

Greville who has adapted quickly to the changing world finance insists that inside
trading should not be illegal. Whereas Forsby who has failed to catch up with his
competitors and to cope with the new neoliberal system claims that insider traders and
market makers are no better than thiefs.
As Scilla recognizes that Jake “doesn’t know what honors means”, he “must have been
murdered” not because of shame but because of another reason (218). Zac who
coordinates the operation demonstrates some possibilities for the death. He thinks “the
whole fucking City could unravel” (256) when the DTI pulls Jake. Zac worries that the
City of London falls in chaos when the inside trading for the amalgamation operation is
revealed. He doesn’t want the public to know that the City is nothing but a “money
making caper” (253) He implies that the bug of the neoliberal system should be deleted
for the governmentality of neoliberalism.
ZAC. Who didn’t want Jake to talk to the DTI? Who wanted him out of the way?
The British government because another scandal just before the election would have
been too much fuss. So I reckon it was MI5 or the CIA. There’s bound to be
endless scandals in the city but really it’s incidental. (305)

To specify the reason for the death, this paper presents the capitalist axiomatic. For
example, code A orders inside trader Jake not to do X while code B orders him to do
X. As the capitalist axiomatic observes a tree (arboreal) structure, it should arrange the
hierarchy and remove what is below to maintain the system. If the two codes coexist in
the neoliberal system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ality loses its authority. The
coexistence between incompatible codes can cause a system error, which can’t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bug symbolizes the coexistence of incompatibility. The
bug is the inconsistency between codes. The bug is the object of removal under the
magical capture of neoliberalism.
CORMAN. Why pick on me? Everyone’s the same. I’m just good at playing a
rough game.
GLEASON. Exactly, and the game must be protected. You can go on playing after
we’re elected. Five more glorious years free enterprise, and your service to industry
will be recognized.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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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Gleason, a minister in Thatcher’s cabinet, doesn’t have any intentions to
interfere in financial liberalization, he reluctantly deletes the bug and begs another
neoliberalist Corman to drop the bid. They make a strategic choice for the security of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As the sustainability of the neoliberal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money maker Corman can’t help accepting decision maker
Gleason’s proposal to hide the amorality of neoliberalism and not to disgrace himself in
public. This collaboration between a money maker and a decision maker demonstrates
the mechanism to maintain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 duplicity of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is mirrored in deleting a bug in the
free market system. The governmentality has no choice but to remove a lower level code
of inside trading during an election campaign in order to make the system flourish more
and to seize more political power for another five years.
As Zac monopolizes, if the fact of inside trading is revealed, it makes people lose
confidence in neoliberalism. The system cannot function without confidence. What is
worse, this can bring a big recession. Recession means the end of neoliberalism which
puts up a sign of endless growth. That’s why they fear people losing confidence in
neoliberalism. Jake’s inside trading during the campaign can give people “the wrong
impression” of neoliberalism (306), and destroy the confidence in neoliberal free markets.
If the public happens to know neoliberal economic practices like inside trading, it can
be more of a nuisance than pleasure to governmentality. To hide its immorality and
systemic dangers, Jake needed to be murdered. Serious Money ends with the triumph of
the Thatcherite ideology by deleting a systematic error.
Corman’s team notices that “the market moves in a big way” (204) after the death of
Jake. If they don’t search for a new way for self-interest and survival, they know that
“they’ll get cremated” (204). They finally decide to betray one another. While the plot
before the death of Jake revolves around a trick, the plot after the death is about
betrayal. They never think of themselves as partners. The death of an illegal inside
trader visualizes the continuation of illegality and immorality in their neoliberal everyday
lives.
For example, Corman gives Nigel two millions to buy the Albion stocks for their
successful acquisition. However, Nigel betrays Corman by getting Jake to make them
double. Jake tosses the money to American arbitrageur Marylou to double it in a week.
After the sudden death of Jake, all the participants including Scilla, Corman, and Zac
try to find the money from nowhere. Since the capital flow liberalization of the
so-called Big Bang, it has become impossible to grasp capital movements. Serious Money
satirizes the labyrinth structure under the circumstance of neoliberalism and foresees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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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man gives Jacinta the right of franchise. Jacinta betrays Corman by selling it to
some Americans and buying her favourite Eurobond. Jacinta wants to get incentive for
participating in the acquisition of Albion while Corman wants her to raise the stock
price. Although they form a temporary cartel, the desire for profit heads straight to a
fierce jungle. After creating a 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 with Corman, Jacinta pays
a surprise visit to white knight Buddulph and proposes a collaboration to trick Corman.
White knight Buddulph also plays a trick on Corman to hinder the acquisition and
trick Duckett to make a profit herself simultaneously. She is convinced that “Corman
will lose because we have tricked him” (275). Eventually Biddulph runs Albion. All of
them are second to none in betraying for self-interest.
Marylou, who is described as “second only to Boesky” (222), tries hard to ensure the
market’s liquidity by buying and selling a large amount of stock. She regards the insider
deal as information and keeps it completely secret. Marylou thinks that her work is “risk
arbitrage”(233) and is considered as “a service to the community” (232). She doesn’t lose
faith in neoliberalism in spite of a securities dealer’s scandal-tinged death.
Furthermore, Marylou insists that “considering the good we do the US economy, I
reckon we should be treated with a little more respect” (232). She represents confidence
in free market economy. She is the most successful dealer of them all. As Zac mentions
“there’s people who say the American eagle is more like a vulture,” (306) she is a final
destination of the money. After Jake’s death and Corman’s failure, she seizes a war
trophy on the ruins like a vulture eating carcasses and ostentatiously emerges as a clear
winner of the neoliberal system. Marylou is the most prominent figure in the world of
neoliberalism and symbolizes how imperial America develops and controls the system.
Although Scilla has some doubt about her brother’s death and wants to find where he
hides the serious money, she is willing to return to the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Scilla’s amorality and “monstrosity” (224) make her give up the investigation. She finally
regains her vigor and enjoys playing games at LIFFE. “L.I.F.F.E. is the life for me and
I’ll burn out when I’m dead.” (254). For Scilla, trading options and futures is more fun
than playing cops and robbers. She notices that “everybody played the game” (215) and
“there are no rules, only the game” on the stage of neoliberalism (Troxel 151). Scilla
finally finds a new way to make more serious money than his brother does. Scilla finally
moves to America and follows in Marylou’s footsteps and becomes a serious money
maker to realize the Foucauldian ability machine.
After “a landslide victory for five more glorious years” (306), Etherington, who is a
stockbroker in Corman’s team, “runs the City’s new disciplinary panel” (307). A
knighthood is bestowed to Corman in exchange for his acquiescence. Furthermore, he is
appointed to the board of the National Theatre and even comes to control th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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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Another inside trader Grimes comes on the stage of the neoliberal market and
“does insider dealing for Scilla and Marylou” (306). After “the Conservatives romped
home with a landslide victory for five more glorious years” (306), Marylou and Scilla
rocket to stardom as splendid capitalistic human beings. They forget Jake’s death, and
things fall into place rapidly.
The stage of Serious Money is a kind of microcosm of neoliberalism. Its market is not
for exchange but for competition and acquisition. Each character betrays one another to
survive in the competitive neoliberal system. All the participants are optimized for
competition and betrayal as Margaret Thatcher commented that “the quality of our lives
will depend upon how much each of us is prepar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ourselves”
(Margaret Thatcher Foundation).
Multinational banker Zac upholds “the ultimate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n his final
monologue (Kritzer 109), and asserts that greed is no problem “because money buys
freedom” (306). After the failure of the acquisition, he realizes that he is captured in an
illusional predatory neoliberal free market. He notices that “somewhere along the line I
really blew it”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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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Youn-Kyoung Lee & Boon-Joo Park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ole of two types of discourse markers (macro-and
micro-markers) in EFL academic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he study involved 68
university learners, enrolling the ‘Intermediate English Listening Course.’ Of the 68
participants, half (n=34) listened the texts with discourse markers and the other half
(n=34) listened the texts without discourse marker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each type of discourse markers, as well as the combination of the tw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2 listening comprehension. Compared with the nonmaker group, the
marker group comprehended significantly more information from L2 listening in an
accurate manner. The present study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literature on EFL listening comprehension, by providing th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beneficial effects of discourse markers on L2 listening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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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Voices in the Park English Picture Book
Yunjoo Park*
(KNOU)
1)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an English picture book Voices in the Park written and
illustrated by Anthony Browne, an inspiring contemporary English picture book author.
This study also hopes to reveal the key components of Anthony Browne’s works which
can be applied in learning and teaching English, although authentic English picture books
have rarely been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English reading and learning. Browne has
shown rather post-modern themes and perspectives centering on powerlessness, alienation,
self-esteem, and sympathy from the four characters as a mother, a father, Charles, and
Smudge respectively in the Voices in the Park. The readers of this book can engage in an
active puzzling of information and feel the empathy to the characters in the book.

* Yunjoo Park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he is currently a dean of Daegu/ Gyeongbuk Campus of KNOU. She
received her Ph.D. in Language Education, specializing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from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Her teaching and research interests mainly include: ESP, and
Teacher Training, and English Picture Books.
Email: yjpark@knou.ac.kr
Phone: (02) 3668-4569/(053) 606-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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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양 용 준
(제주대학교)

Ⅰ. 서 론
영문법이라 하면 먼저 머리가 아파온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영문법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
에는 규칙과 체계가 있다. 그런 규칙과 체계를 우리는 문법이라고 한다. 한국어인 경우에는 한국
어 문법, 일본어인 경우는 일본어 문법, 중국어인 경우는 중국어 문법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문법인 것이다.
언어를 터득하는 것을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튼튼하고 멋진 집이 완성
되는 것처럼 언어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문법이 중요
하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숲만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길이라 하겠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회화보다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또한 이를 상대방에게 글
로 이해시키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왜냐하면 회화는 스마트폰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전반적으로 문법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영문법 교육
1) 영문법 교육의 현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법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법 교
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예문 (1)을 보도록 하자.
(1) a. I am going to go out tonight.
b. I will go out tonight.
c. I’m going out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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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에 쓰인 예문을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미래시제1)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표
현이며, 또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가르치고 있다. 사실 영어에는 미래시제가 없
다. 왜냐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굴절형이 없기 때문에 미래시제는 없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만이
있는 것이다. (1a)와 (1b)는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1a)와 (1b)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1a)에서 쓰인
‘be going to’는 이전부터 예정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1a)의 의미는 ‘진작부터 외출할 생각이었어.’의 의미가 된다. (1b)인 경우는
‘will’이 쓰였는데 이것은 순간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흥적이며 무계획적인 의미를 나타
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1b)의 의미는 ‘그런 나 외출할 거야.’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a)와 (1b)는 다르게 쓰였지만 공통점은 둘 다 주어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1c)의 경우는
‘am going out’으로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까운 미래의 의미만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1c)의 의미는 ‘저 오늘밤 외출
해요.’라는 의미로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 영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
영문법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 언어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 하겠다. 이런 경우는 공부로서
즉 학습으로서의 영어 및 문법 공부인가 아니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공
부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인 경우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영문법을 싫어도 공부하고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은 영문법을 습득한다는 것은 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 (2)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2) a. You work out?
b. Do you work out?
위 (2)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

1) Tense is a grammatical category that is realized by verb inflection. Since English has no future
inflected form of the verb, the threefold semantic opposition is reduced to two tenses: the PRESENT
TENSE and the PAST TENSE, which typically refer to present and past time respectively.
(Greenbaum & Randolph Qui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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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에서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인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서 쓰여야 한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1a)와 (1b)의 문장은 둘 다 가능한 의문문으로 받아
들인다. 구체적으로 영문법을 습득한 경우라면 (2a)와 (2b)의 쓰임이 다른 것임을 쉽게 이해할 것
이다. (2a)의 평서문의 형태로 쓰인 의문문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묻는 질문’으로 ‘너 요즘
운동하나 보구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2b)인 경우는 완전한 형태의 의문문으로 ‘정말로
몰라서 묻는 질문’으로 ‘너 요즘 운동하니?’정도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장의 끝에 물
음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의문문으로 쓰였고 이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법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2a)와 (2b)는 아주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보다 고급스러운 문장을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재시제가 쓰인 다음 (3)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3) a. I go to school.
b. I go to work.
c. I’m going to school.
위 (3)의 예들은 현재시제를 사용해서 쓰인 문장들이다. 현재시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
게 이해하고 이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또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가
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현재시제는 사실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버릇처럼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a)의 의미는 ‘나
는 학생이다.’이며 ‘I am a student.’와 같은 의미이다. 즉 (3a)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버릇처럼 또는
습관처럼 학교에 가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시제로 쓰였다. (1b)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3b)는 ‘나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3c)의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막 움직이면서 하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3c)는 현재진행형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런 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영문법에 대한 생각인 것이다.
다음 (4)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4) a. I’m losing you again.
b. I’m talking to her.
일반 학습자들은 (4)의 예문을 보고 이들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둘 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문법에 대한 인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영
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경우에는 (4a)와 (4b)는 의미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 양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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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는 상태 동사인 lose가 진행형으로 쓰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능
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상태 동사도 진행형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상태 동사가 진행형에 쓰인 경우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의미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경우라 하겠다.
다음 예문 (5)를 보도록 하자.
(5) A: What do you do?
B: *I’m teaching English.
B’: I teach English.
위의 (5A)의 물음에 (5B)와 (5B’)처럼 대답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진행형이 쓰인
(5B)의 경우는 (5A)의 물음에 옳은 대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5A)의 의미는 직업을 묻는
표현으로 현재 습관처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B’)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시제와 현재진행형은 의미면에서 다르게 쓰인다는 인식이 필요
하다.

Ⅲ.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1)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
분명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영문법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이라 하면
따분하고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시제를 보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영어에는 두
개의 시제 즉,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만이 있다. 미래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시
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이것은 의미상의 편의에 의한 구분이지 결코 통용되는 영문법
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예문 (6)을 보도록 하자.
(6) a. I went to school at that time.
b. I go to school and study English hard.
c. I will go to school next year.
d. I am going to school to next year.
e. I am going to go to school next year.
위 (6)의 예문에서 일반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 (6a)는 과거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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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는 현재시제 그리고 (6c~e)는 미래시제라고 한다. 현재시제는 본래의 형태인 어휘 그 자체이
고, 과거시제는 또한 엄격한 굴절형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6c~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시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굴절형이 없다. 그러므로 미
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고, 영어에는 두 개의 시제 즉,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만이 있다고 하
는 것이다. 이런 시제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문법 교육에서 가르쳐 줘야 한다. 그
저 쉽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시제를 3개의 시제로 구분하는 것은 엄연히 영문법
을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교사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은 자각해야 한
다. 그리고 현재시제가 쓰였을 때의 의미와 현재진행형이 쓰였을 때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것
을 앞에서 보았듯이 인식해야 한다.
과거시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현재완료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영문법 교육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기 쉬운 방향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다.
다음 예문 (7)을 보도록 하자.
(7) a. Where were you last night?
b. I have changed a lot.
c. *I changed a lot.
과거시제라 함은 편의상 말하는 순간이 지금 이전의 시간은 말하는데 과거시제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과거 시점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 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 (8)을 보도록 하자.
(8) a. I’m trying to do something.
b. I was getting lost.
위 (8a)는 현재진행형을 사용하고 있고 (8b)는 과거진행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장이다. 현재
시제가 평상시에, 늘 상, 습관과 버릇처럼 하는 일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진행형
은 동작으로 진행되는 일과 상대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과거진행형도
현재진행형과 유사하게 쓰인다. 즉, 동작과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과거진행형인 것이다. 그
러므로 위 (8a)와 (8b)는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있으나 내포하는 의미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 (9)의 예문에서 상태 동사인 ‘lose’의 쓰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9) A: Operator? Can you hear me?
B: Yes. Go ahead,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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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 calling from my car, and I appear to be stuck in a car wash.
B: A car wash?
A: Right. A car wash.
B: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Sorry, sir, I’m losing you again.
위 (9)의 예문들에서 상황은 교환원과 자동차 세차장에 갇혀 있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전화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I’m losing you again.’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목소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다.’, ‘목소리가 또 안 들리네.’의 의미
로 ‘또 전화가 끊어지네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상태 동사도 충분히 의역을 할 수 있
다면 진행형으로 쓰인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동작 동사뿐만 아니라 상태 동
사도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가르쳐야 한다.

2)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실용적인 영문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다. 오로지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전통적인 영문법의 구조에만 한정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문 (10)을 보도록 하자.
(10) a. Will you just drive?
b. Are you going to drive?
위의 (10a)와 (10b)의 예문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실제 생활영어에서
는 (10a)와 (10b)는 쓰임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will’과 ‘be going to’는 동
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경우라 하겠다.
둘째로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문법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는 말
하기’이기 때문에 회화중심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이다. 물론 가능한 말이고 또한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임에는 의
의가 없다. 그러나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특히 자신의 언어에 대한 문법에 적응해 있는 성인 학
습자들인 경우는 힘이 들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인식 정도는 5~6세 정도면 확실하
게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오늘날 유
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다행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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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가 세계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면서도 영어에 대해서 유창하지 못한 것은 회화중
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 (11)을 보도록 하자.
(11) a. You should finish it by three.
b. It should be done by three.
위 (11)의 예문은 ‘태(voice)’에 대한 예문으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시킨다면 회화중심 교육만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사(verb)’ 부분이다.
동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tense)’와 ‘수동태(passive voice)’라 하겠다.2) 영어회화에서
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Message 문법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즉, 문법
의 의미, 내용, 특징을 찾아내고 인지하는 것이 영어학습의 목표라 볼 수 있다.
셋째로 영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이나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심지어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스트레스를 받
기 때문에 효과적인 영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 (12)를 보도록 하자.
(12) a.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 I have something to talk to you.
위 (12)의 예문에서 ‘tell’과 ‘talk’가 똑같은 의미인 ‘말하다’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12a)에 쓰인 ‘tell’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거
나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이다. 즉,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쓴다는 것이다.
반면에 (12b)에서 ‘talk’는 ‘서로 대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므로 ‘단순히 할 이야기가 있어
서 이야기 할 경우’에 쓰는 동사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말하다, 이야기 하다’라고 가르치는 동
사를 보면, ‘tell, talk, say, speak’이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쓰임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일방적으
로 전달하다’는 의미로는 ‘tell’을 써야 하고, ‘대화하다’는 의미로는 ‘talk to somebody’를 써야 하
고, ‘말하다’는 의미로는 ‘say to somebody’를 써야 하고,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의미로는 ‘speak
to someone’를 써야 한다는 것을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문
법중심의 영어 교육이라 하겠다. ‘오로지 말하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회화중심
2) 한국어인 경우는 행동이나 동작을 행하는 사람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
지만 영어인 경우는 한국어와 달리 수동태 구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습득할 필요가 있다.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 양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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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오류일 수가 있다.
다음 예문 (13)을 보도록 하자.
(13) a. Something smells good.
b. It smells good.
c. It smells bad.
위 (13)에 쓰인 ‘smell’은 ‘냄새’라는 명사의 의미만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
인 ‘~의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가 있다. 동사로 쓰인 ‘smell’의 완전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려면
다음에 형용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smell’은 자동사이므로 다음에
‘형용사’를 보어로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영문법을 어렵고 기피하게 하는 것이다.
영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특히 Message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
한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문법을 실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영어
공부의 왕도라 하겠다.
회화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과 문법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차이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나타
난다. 실례로,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회화중심 교육으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영어 공부를 하
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출발부터 문법이 아니라 회화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는 문법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그로인해 전공원서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영문
과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번역서를 가지고 전공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을 시기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회
화중심 교육으로 고등학교이상에서는 문법중심 교육으로 교과 내용을 바꾸고 또한 가르쳐야 한
다. 그리고 각종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영문법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법 및 회화, 독해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Ⅳ. 결 론
영문법 교육은 튼튼하고 보기 좋은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견고한 상태로 있는 건축물을
만들려면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에 영문법 교육을 비추어 살펴보았다.
첫째, 실용적인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험이나 수능을 대비해서 오로지 점수를 높게 받기위한 수단으로 영문법을 공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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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문법 공부를 수학공식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문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가 아닌 습관처럼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영문법 교육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인식하
고 빨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문법을 습득해야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외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문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통적인 문법에 의존
해서 전혀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법은 피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영문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습득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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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교양영어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연구
김 우 형
(계명대학교)

Ⅰ. 서 론
현재 국제화 흐름 속에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소양과 더불어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교양영어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양영어 수업에 관한 교육목표가 뚜렷하게 설립되어야 하고 설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국내의 많은 대학교들이 공통교양영어 과목의
시수 확대와 수준별 수업을 통해 교양영어교육 선진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핵심
(균형)교양 및 일반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강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양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순(2002)의 연구에
서는 67개 대학 1학년 재학생들과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 및 기획에 참여하는 영어 관련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대학 교양영어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67개
대학의 30%에 해당하는 20개 대학에서 수준별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바람
직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인 반 편성 기준과 공정한 평가 방식을 확보하여 하위권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2004)의 연구에서도 체계적인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교양영어 교육의
실태와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학습자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형 수준별 교양영어 교육과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교양영
어 교육에서 단계형, 심화 보충형, 선택형 세 가지의 수준별 교육과정 기준 및 운영방안을 제안
하였다.
첫째, 단계형 수준별 교과과정은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속도를 진단하고, 차등화된 진단에 따라
단계별 교과과정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이해수준, 발달 수준, 형성 수준 및 확장 수준 4단계로 설
정하였다. 연구자들은 4단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안의 시행을 위해 1년 체제에서 전공영역과
실문능력의 향상을 위해 2년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은 개별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보완의 성격을 지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학습 성취도가 미진한 학생들을 분류하여 심화반과 보충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시행
하는 방안이다.

111

셋째, 선택형 교육과정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개별 학습자의 전공과 직
업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 교과들을 개발하여 고급학습
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김성혜와 임자연(2013)은 전국 36개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
였는데 이 연구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를 포함한 운영 실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
영자들을 통해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는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 조사를 통해 현 K대학교의 교
양영어 교육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소양과 영어능력을 함양시킬 새로운 균형교
양 및 일반교양 교과목의 개발을 통해 교양영어 과목 수강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
한 교양영어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교양영어교육을 선진화시켜 학생들의 총체적인 영어능력을 향
상시킴으로써 K대학교의 교양영어교육이 앞으로 나갈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계명대학교 교양영어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학문영어(Academic English)와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능력 함양에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전공 분야 학업에 필요한
직무영어(Business English)와 전공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능력을 향상시켜 국제적 문
화감각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심화된 목표로 지향한다.

2.2. 교양영어 교과 과정
2.2.1. 공통교양영어(Academic English & Communication English) 영역
Academic English & Communication English
신입생들의

수준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공통교양영어과목인

Academic

English와

Communication English를 3개 레벨로 나누어 신입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
입생들 중 기초적인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AE 1과
CE 1의 분반 기준인 30%에서 비율을 좀 더 높여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기본 문법
및 쉬운 독해자료를 통해서 영어능력을 함양시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 학습
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써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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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 Academic English 교과목 목표
본 교과목의 목표는 독해능력과 작문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여러 토픽을 통해 학생들의 어휘와 문법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흥미
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수자는 본 강좌가 언어능력과 문화적 양상을
통합하는 활발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한다.
나. Communication English 교과목 목표
본 교과목은 영어회화 과목이며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교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서로 영어로 대화하며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매주 다른 토픽을 다룸으로써 학생
들이 관련 주제에 대한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동시에 영어의 전반적 지식도 높이도록
한다.
표 1. Academic English & Communication English 분반 기준
2017년 Academic English & Communication English 분반 기준
AE & CE 1 (30%)
AE & CE 2 (60%)
AE & CE 3 (10%)

2.2.2. 균형교양영어 및 일반교양영어 영역
K대학교 균형교양영어 과목은 실용시사영어, 기초토익, 기초토플과목이며, 일반교양영어 과목
은 영문강독, 영어토론, 영작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균형교양영어 교과목 목표
1. 실용시사영어 - 실용시사영어 강좌는 학생들에게 수업교재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어 기사들을 소개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슈들을 다양한 시청
각 자료를 통해 시사적인 영어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독해력과 어휘력을 함양시키고 문화적인 배
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기초토익 - 기초토익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토익(TOEIC)을 매개로 청취력
(Listening)과 독해력 (Reading) 을 기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수자는 주어진
문장, 문단과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제 토익시험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안내한다.
3. 기초토플 - 기초토플 강좌는 학생들에게 토플 시험(iBT TOEFL)에 관한 전반적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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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하고, 향후 학생들이 토플 시험의 네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토플 필수 어휘를 학
습하고, 기초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연습하며, 학문적인 영어 활용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2) 일반교양영어 교과목 목표
1. 영문강독 - 이 강좌의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독해 기법과 집중적인 읽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토픽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어휘력 및 문법실력을 향상시켜 영어
독해학습을 위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영어토론 - 영어토론 강좌는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
록 영어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다양한 주제에 관
한 소그룹 및 전체그룹 토론과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창의적, 효율적으로 전달하
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제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영작문 -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문장의 일반원리에 입각하여 영어의 구조 및 문법개념
을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관한 영어표현들을 이해하고 작문할 수 있다. 또한
단순암기가 아니라 영어 학습 모델의 숙지를 통해 올바른 구조의 문장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K대학교의 균형 및 일반교양영어 과목의 분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일반교양 과
목들의 분반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이유로는 일반교양영어 과목이 균형
교양영어 과목보다 학부학생들의 수강신청에 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
으며, 두 번째 이유는 과목명이 현재 수요자 중심의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문
강독, 영작문과 영어토론이라는 과목명은 10년 전부터 사용된 과목명이라 학생들에게 왠지 어렵
게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과목명을 현재 추세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한글 과목명이 아닌
영어 과목명(English Reading, English Writing, English Debate and Discussion)으로 수정하거나
학생들의 수요자 요구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자유응답 단
순무작위추출방법(free-response simple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총
646명 중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281명(43.50%)이고 여자는 365명(56.50%)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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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의 웹서버
(web server)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6년 2학기 균형영어 교양 과목 및 영어 관
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를 문자로 발송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1일 오후 5시에 완료하여
1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최종 646명이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온라인 설문지는 3개의 영역(객관식 8문항, 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 영역(1항~3항)은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단과
대학 소속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4항~7항, 7-1항)은 영어 학습 동기, 영
어 능력, 신규 교과목 개설 및 신규 개설 교과목 수강 적정 인원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2문항(9항~10항)중 첫 번째 문항은 객관식 7번 문항에 열거된 과목명에는 없지만 향후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영어 과목을 묻는 문항이고, 주관식 두 번째 문항은 교양영어 과목이 월
요일 9시에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 관해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자료수집과 분석
교양영어 수요자 요구 조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 10월 KSDC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두 번째 영역 객관식 설문 문항들은 학생들이 5단계(5단계 평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으며 t-검증 방식과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3.4 연구 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365명 56.50%로 남학생 281명 43.50%에
비해 여학생들이 설문 조사에 더 많이 응답을 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71명 41.95%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86명 28.79%, 4학년 106명 16.41%, 3학년 83명 12.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
속별로는 사회과학대학 154명 23.84%, 인문국제학대학 136명 21.05%, 공과대학 73명 11.30%,
경영대학 68명 10.53%, 미술대학 59명 9.13%, 자연과학대학 53명 8.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학대학과 KAC(Keimyung Adams College)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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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영어 학습 동기
표 2는 영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동기 유발의 요인을 요약한 것이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
택한 영어 학습 유발 동기는 각종 공인 영어시험 대비를 위해 영어 학습을 한다는 의견이
36%(232명)이었다. 영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동기 유발 요인은 해외에서 학업을 수행할 시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8%의 응답자들이 취업 시 면접 인터뷰
와 서류 작성에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4%의 응답자들이 직장에서 영어업
무를 볼 때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13%의 응답자들이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의
견을 제시하였다.
표 2. 영어 학습 동기 유발 요인
영어 학습 동기 유발 요인

빈도수 (%)

전공 공부에 도움

81명 (12.54%)

취업 시 면접 인터뷰와 서류작성에 도움

117명 (18.11%)

해외에서 학업 수행에 도움

125명 (19.35%)

직장에서 영어업무를 볼 때 도움

91명 (14.09%)

각종 공인시험 대비

232명 (35.91%)

4.2 영어 능력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646명의 학생들 중 41%(262명)의 학생들
이 말하기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25%)들이 영어
능력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영어 어휘영역이었고, 16%의 응답자들이 영어능력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쓰기 영역이었다. 13%의 학생들이 영어능력 중 듣기 영역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6%의 학생들이 영어능력 중 읽기 영역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
였다.
표 3. 영어 능력 중 부족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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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 중 부족한 영역

빈도수 (%)

듣기

84명 (13.00%)

말하기

262명 (40.56%)

읽기

38명 (5.88%)

쓰기

101명 (15.63%)

영어 어휘

161명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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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양영어 교과과정
표 4를 살펴보면 56%(360명)의 응답자들이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영역
을 말하기영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강화해야 할 영역은 공인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16%의 응답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13%의 응답자들이
듣기 영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6%의 응답자들이 읽기 영역이 강화되어야 한
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에서 강화해야 할 영역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 강화해야 할 영역

빈도수 (%)

듣기

82명 (12.69%)

말하기

360명 (55.73%)

읽기

33명 (5.11%)

쓰기

70명 (10.84%)

공인시험 대비

101명 (15.83%)

4.4 교양영어 신규 교과목 개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255명)의 학생들이 Visual Media라는 과목을 새로 개설하였으
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5%의 응답자들이 직장실무영어, 16%의 응답자들이 영어기초
영문법, 15%의 응답자들이 취업대비 영어, 5%의 응답자들이 영어 융복합과목(경영영어, 공학영
어 등)을 개설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5. 교양영어 신규교과목 개설 필요 과목
교양영어 신규교과목 개설 필요 과목

빈도수 (%)

영어 융복합(경영영어, 공학영어 등)과목

32명 (4.95%)

영어기초 영문법

105명 (16.25%)

Visual Media 영어

255명 (39.47%)

업무, 무역, 여행 등 직장실무영어

160명 (24.77%)

취업대비영어(공무원, 승무원영어 등) 과목

94명 (14.55%)

4.5 신규 개설 교과목 수강 적정 인원
표 6을 살펴보면 33%(213명)의 응답자들이 신규 개설 교과목의 수강 적정 인원이 30명이 가
장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24%가 20명, 23%가 40명, 15%가 50명, 6%가 60명이라고 의
견을 제시하여 영어 관련 강좌는 수강인원이 30명이하가 적절하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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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규 개설 교과목 수강 적정 인원
수강 적정 인원

빈도수 (%)

60명

37명 (5.73%)

50명

96명 (14.86%)

40명

149명 (23.07%)

30명

213명 (32.97%)

20명

151명 (23.87%)

주관식 9번 문항에서 80%이상의 학생들이 언급한 과목은 일상 영어회화 수업과 기초 문법 수
업이었다. 또한 주관식 10번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월요일 오전 9시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신규 개설 교양영어 과목은 월요일 오전 9시에 배정되지 않도록 교무처와
교양교육대와의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신규 두 교양영어 과목인
Basic English Talk과 기초영어 ABC과목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1학기부터 일반교
양 영어과목인 영어토론과목을 폐지하고 Basic English Talk과목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2018년
2학기에는 기초토익과목 대신 기초영어 ABC과목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개
설을 원하는 수업인 Visual Media수업은 Basic English Talk수업에 접목하여 교과목 설계를 할
예정이다.
기초토익과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1, 2학기 개설하는 대신 1학기에 기초토익과목을 개설하
고 2학기에 기초영어 ABC과목을 개설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할 예정이
다. 새로 개설될 두 과목의 과목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영어 ABC
현재의 영어수학능력시험은 독해능력과 듣기능력만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
생들이 영어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독해능력과 듣기능력 향상에만 치중하여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대학교에 입학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 토익이나 텝스 등 공인시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 문법의 개념을 파악한 후 실전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을 많
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부분 학생들의 애로점을 비교과과정에서 해결할 것
이 아니라 정규 교과과정의 틀 안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 기본 영어 어휘, 직장실무영어에 관
한 이해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2018년 2학기 기초영어 ABC수업을 개설할 예정
이다.
2) Basic English Talk
Basic English Talk 교과목은 원어민교수가 아닌 한국인교수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
력 함양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2018년 1학기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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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통해 영화, 드라마, 시트콤 등 Visual Media를 학생들이 시청한 후 여러 가지 다양한 주
제를 가지고 영어로 대화하고 논의함으로써 기본적인 영어 회화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자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영어교육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준별 영어교육과 학습을 통해
영어 학습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양영어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글로벌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균형 교양영어 또는 일
반 교양영어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진출 관련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을 통
해 대학 내 해외 취업 문화 확산 방안 모색과 더불어 교양영어교육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총체적인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양영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입생들을 포
함하여 재학생 중 초급, 중급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균형교양과목인 기초영어 ABC수업을 새
롭게 개설하여 쉽게 학생들이 영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공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어 문제들을 유형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장실무영어에 필요한 영어어휘도 같이 수업시간에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배양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 말하기능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Basic English Talk 과목 개설을 통해 영
어 말하기 및 회화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대학교 학생들이 국
제적 문화 감각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관련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예: 글로벌시대의 이해와 매너 전략, 글로벌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대학 내 해외 취업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준별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인 학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정규 교과과정에서 개설하여 수강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점검하고 함양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한 학기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본적인 영어능
력 수준까지 보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과·비교과과정의 커리큘럼 완성이 가능해지며, 향후 학생
들의 단계별 영어능력 향상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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