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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보내지마』에 나타난 인간의 욕망
정 신 희
(한남대학교)

Ⅰ. 들어가며
일본계 영국인 카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나를 보내지마』(Never let me go)는 복제인
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복제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독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이미 익숙해진 영국소설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접어든 현대시대에 이 소설은 더욱 재조명된다. 기존 연구들은 영국 고전소설인 메리 셸리의 『프
랑켄슈타인』과 비교분석하거나 복제 인간들 사이의 우정 및 윤리를 다루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간의 삶의 연장을 갈망하고 선택된 우수 유전자로 아이를 탄생시키는 생
명공학을 새로운 발판으로 하여 성공을 꿈꾸는 이면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독일 사
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의 이론과 라캉의 이론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 작품에 나
타난 인간의 욕망에 대해 중심을 두고자 한다.
인간의 욕망을 라캉으로 설명하자면 “욕망은 존재의 결여/열망want-to-be의 환유”이며 욕망은
언제나 “동일한 구조적 결여 또는 균열을 대체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이다(핑크 54). 그리하여 라
캉은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핑크 55). 하지만 욕망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부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부작용이란 말은 동질적인 전문가 서클이 아직은 다른 지식 행위자들과
지식 형태를 무지로 폄하하여 배제할 수 있는 갈등 단계를 암시한다. 또한 그는 산업의 자기위협
에 대한 믿음을 얻은 지식이 강하게 부정되면 될수록 ―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 뒤에서 자라는 ―
실제의 위험 잠재력은 더 위협적으로 된다. 무지는 연출공간을 열어준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자
면,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우연 때문에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의 반대, 즉 그들이 두려워
하고 피하려 한 것에 도달하면 우연은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셈이 된다. 글로벌 위험사회 이론의
핵심 명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점점 더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울리히 벡의 지적대로 “지식과 무지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문제는 아
직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무지이다. 그는 무지의 리스크가 유전공학의
옹호자와 비판자들 사이에 논쟁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도적 무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인간의 욕망으로 탄생한 클론이 복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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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일 가능성을 지닌 ‘possible’의 삶의 모방욕망과 좌절을 살펴본다.

Ⅱ. 글로벌위험: ‘clone’의 ‘possible’를 향한 욕망의 좌절
날 보내지마는 199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소설은 31살의 캐시 H.(Cathy H.)가 12
년간의 간병인 “carer”을 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다섯 살에서 여섯 살 때의 시절부터 10대 그리고 성인인
시절을 자서전처럼 써 내려간다. 기증자로 태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누설하지 않고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을 보내는 방법은 흡사 일반 인간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을 둘러싼 어른들은 보호자라
는 직책으로 나타나지만 순전히 감시인에 불과하다. 자유롭지만 바깥세상과 경계를 두고 있는 그
들의 삶 속에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다.
복제인간들의 탄생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 내었고 산업사회와 연관되어있다. 슈밥에 따르
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행동양식뿐 아니라 정체성도 변화시킨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에
게 미칠 영향은 다양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증강인간(human augmentation)을 실
현해 인간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156). 사회적 불평등을 뛰어넘는
존재론적 불평등의 가능성도 묵과할 수 없다. 존재론적 불평등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
럼 수용하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적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게 될 것이다. 승자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특정 분야(유전공학과 같은)로 가능해진 인간의 근본적 개선에서 오는 이점을
누리게 될 수도 있지만, 패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잠재적 분열과 갈등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
고 자란 세대와 반드시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야만 하는 세대 간의 단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 역시 여러 윤리적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자기반성과 공감, 연민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능
력을 줄어들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슈밥 157-58). 그는 생명공학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
립하고 있다.
『날 보내지마』에서 연민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아닌 기증인과 간병인사이에나 가능하다. 바깥
세상 인간들에게 그들의 최후의 삶은 비참할 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루스가 바깥 인간
세상에서 날아온 광고지를 보고 자신도 광고 속의 여인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다. 이에 유전인자를 제공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근원을 찾아 가지만 헛된 욕망이었다
는 걸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캐시는 루스가 겉으로는 자신과 사무직 여성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
부하지만, ‘원본’일수도 있는 여성과의 정서적 동일시를 통해 ‘유용한 존재’로 남고 싶다는 목적
지향적 존재의 이중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김미혜 124 재인용). 복제 인간을 존재자
로 규정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거에는 공상과학의 전유물이었던 수명과 건강, 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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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능력의 한계점이 기술혁신으로 인해 확장되고 있다. 이 분야의 지식이 늘고,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우리의 관심과 약
속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이자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생명 연장과 맞춤형 아기, 기억
추출 등 그 외 수많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각자 그리고 함께 생각해봐야 한
다. 이와 동시에, 놀라운 기술의 발견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
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슈밥은 경고한다(158).
슈밥의 주장에 동의하는 인물들은 물리학자이자 저장인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과 동
료 과학자인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맥스 테그마크(Max Tegmark), 프랭크 윌책(Frank
Wilczek)이다. 그들은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지에서 인공지능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아
래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단기적으로는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공
지능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 . . . ] 혜택을 누리고 위험은 피할 수 있
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슈밥 158 재인용)

이처럼 슈밥은 인공지능이나 합성생물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유전자 맞춤형 아기와 더불어 유전적 질병을 제한하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증강시키는
등 인류를 수정하는 기술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심각한 일부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159)이라는 우려에 동참하고 있다. 유전공학
의 프로젝트가 빈번하게 연구되고 발전하는 이유를 슈밥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비용이 여섯 자릿수나 떨어졌다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자면, 2003년 최초로 전체 유전자
서열 방식을 밝힌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27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은 헌
신적인 과학자들이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염기서열분석 및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그 과정이 굉장히 용이해진 데 있다. 이러한 기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다음 표와 같다.
● 긍정적 효과
- 더욱 튼튼한 작물과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방법으로 농업 수확량이 증강한다.
- 개인 맞춤형 의료를 통한 치료요법이 더욱 효율적이다.
- 의료 진단이 더욱 빠르고 정확해지며 보다 비참습적 진단법이 생긴다.
- 자연에 끼치는 인간의 영향력에 대한 고차원적 이해가 가능하다.
- 유전적 질병의 발생과 그에 따른 고통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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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효과
- 유전자 조작 동물과 식물, 인간 건강과 환경 위생 간 상호작용이 위험해진다.
- 비싼 치료법으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 혹은 기업이 유전자 데이터를 오용할 수 있다.
- 게놈 편집 기술 활용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어렵다. (슈밥 245-46)

고리들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자신들이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들었던 노래들이라고 언
급했다. 사람은 그 나이에 가장 감정의 호르몬이 많아서 장기기억이 된 추억이 많으며 25세 이
후에 기억된 것들은 세파에 휩쓸려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두뇌에 호르몬이 많았
던 시절을 그리워한다(252).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인 레온 카스(Leon Kass)가 보기에 유전공학은 우리를 위험
에 빠뜨릴 가장 큰 ‘비극’, 말하자면 ‘성공의 비극’인 것이다(김미혜 122). 장기 이식수술을 받아
야하는 보통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한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을 위해 복제 인간들을 희
생시키는 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김미혜 127).
정신-영혼의 역할은 기능적인 것일 뿐이며 그 내용은 데이터 혹은 정보로서 물질적인 성격을
띠고, 따라서 마음, 의식, 두뇌 등은 디지털화하고 인코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박선주는 말한
다(148).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DNA는 유전자라는 본질적이고도 불멸인, 모든 것을 결
정하는 코드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믿음과 이 코드를 풀어내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식의 생각
(박선주 149-50)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이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
된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미셸 푸코의 생철학과 카를 슈미트의 비
상사태를 토대로 로마시대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현대 정치에 비추어 쓴 “호모 사케르”
로 주목받았다. 푸코는 ‘근대가 생정치를 낳았다’고 하였으나, 아감벤은 이에 반대하여 정치는 그
기원으로부터 생정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감벤에 의하면 로마시대의 특이한 수인(囚人)이었던
‘호모 사케르’란 bios（사회적, 정치적 삶）을 박탈당하고 zoe（생물적 삶）밖에 가지지 못한 존재
였다. 아감벤은 그러한 삶을 베냐민을 따라 “박탈의 삶”이라 하고 생정치는 이 “박탈의 삶”을 표
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ttps://ko.wikipedia.org/wiki/). 이경란은 『나를 보내지마』의 일반
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일반인들에게 복제 인간은 과거의 누군가를 복사하여 미래를 사는 것이며,
누군가의 또 다른 자아이자 언캐니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나오며, 인간 창조는 과학적 진보와 인
문학적인 사유가 얽힌 상상의 산물(179-182)로 보았다.
복제인간들은 ― 본 텍스트에서 루스(Ruth) ― 자신의 원천일지 모르는 possible의 삶을 갈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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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possible들은 네모난 유리벽 안에 있는 자신들과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잃음’ 즉 좌절에 빠진다. 토미가 동물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삶을 연장하고자하
는 욕망과 우수한 간병인인 캐시의 삶에 대한 애착은 그것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말하는
헤일샴의 교장 에밀리에 의해 좌절된다. 에밀리가 토미와 캐시에게 실토한 헤일샴의 학생들로부
터 걷어 들인 작품은 일종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하는 수단이었다는 것도 그들의 욕망에 대한
좌절이다. 헤일샴에서의 교육과 작품 수집은 그들이 영혼을 가진 것을 확인시켜주며 복제인간들
이 사물이 아닌 일반 인간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클론은 인간이다, 즉 그들의 장기를 제
공받아 삶을 연장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이는 생
명윤리에 경각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Ⅲ. 나가면서
복제양에 이어 복제원숭이가 유전공학의 성공을 알리고 있다. 아직 인간의 복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지만 향후 인간에게 닥칠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미 인간의 유전
을 정하는 DNA의 변형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낳고자 하는 희망자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른 부
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은 더욱 위험하다. 울리히 벡은 리스크는 현대사회의 핵심이
고, “위험사회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이 많고 적은 정도가 아니라 위험의 판단”(405)으로 보았다.
세계대전 이후의 후기 현대는 인류문명의 비의도적 결과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벡 403)하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무지는 관습
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행위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제동효과는 없어진다. 따라서 부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지는, 이른바 역설
적인 상승효과라는 가정이 부작용에 대한 원칙적인 지식 속에 들어 있다. ‘부작용’이란 개념은 무
지를(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자기위협의 강화로 인식하는 역설적인(무지)지식 형태를 뜻한다(벡
225). 글로벌 리스크는 환경 리스크, 금융 리스크 그리고 폭력 리스크 같은 도전이 다른 지역에
의미하는 바는 종종 다를 뿐만 아니라 가끔 훨씬 크다(벡 322). 해일샴에서의 학교생활은 그마나
그들에게 희망적이고 다른 인간들과 같이 질투, 사랑, 욕구를 경험하며, 루스는 죽기 전에 캐시
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다. 그리고 그녀는 캐시와 토미의 생명 연장선을 위해 마담의 주소를
알려준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이 그들의 작은 욕망을 좌절시키고 원인이며, 카즈
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는 인간의 욕망이 낳은 또 다른 인간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생명
윤리적 성찰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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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의 차이와 표면의 사유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최 금 희
(경북대학교)

Ⅰ. 서 론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이 1865년과 1871년 발표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와 그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는 동화적 환상세계와 모험에 언어적 난센스와 시대적 풍자를 적절히 배합하
여 재미를 더하였으며,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과 차별화된 동화로서 아
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읽혀졌다. 그러나 당시 이 작품들은 어린이문학으로
만 평가되어 학계와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작품들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 철학,
문학, 논리학의 핵심 영역을 관통하는 작품으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언어학, 논리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
되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꿈과 아이들의 정신구조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해석한 스테파니 슈아츠
(Stephanie, L, Schatz), 앨리스(Alice)로부터 능동적 여성상을 추출해내는 메간 S. 로이드
(Megan, S. Lloyd), 앨리스의 말장난들을 현대 논리학의 문제들과 연결시킨 피터 히스(peter
Heath)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근 문학 비평가들은 그들의 관심 주제인 주체, 언어, 욕망 등을 탐구하는 탁월한 텍스트로
이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후기구조주의의 대표적 철학자인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표면의 철학’, ‘차이의 철학’, ‘사건의 철학’ 등 자신의 철학적 도전을 드러내는 핵
심 개념을 캐롤의 작품들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The Sense of Logic)
에서 동화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의 유희와 난센스로 가득 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들뢰즈의 작업은 출간 당시 아동문학으로
분류되면서 주류 문학에서 배척받았던 이 작품이 “언어, 욕망,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
케 하고 후기 구조주의 사유의 핵심을 보여주는 실례”(이강훈 202)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
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경화
는 들뢰즈의 ‘여성-되기’의 관점에서, 이은주는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리좀’ 개념으로 다루었으며,
최영진은 작품의 ‘환상성’과 ‘패러독스’를 들뢰즈의 생성 개념을 통해, 또 한혜정은 ‘동사의 언어
7

세계’라는 측면에서 앨리스의 ‘언어’를 분석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들뢰즈의 다양한 철학개념
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들뢰즈의 철학개념을 문학 비평의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주로 들뢰즈 철학의 후기작업에서 다루어지는 개별적 개념들을 근거로
한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들뢰즈 철학의 초기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론의 핵심
본질인 ‘표면의 사유’를 통해 작품 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들뢰즈는 세계 너머의 어
떤 본질이나 인식, 의미를 가능케 하는 ‘선험적 주체’를 거부하고 세계와 주체 사이에 놓여 있는
비가시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인 사유와 언어가 실행되는 제3의 공간을 발견해내고 그 공간을 ‘표
면’이라 칭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표면의 사유’를 통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읽기를
시도한다. Ⅱ장에서는 서양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들뢰즈의 철학적 위상을 살피고, 작품 해석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표면의 사유’를 중심으로 들뢰즈의 이론을 탐구한다. Ⅲ장에서는 앞에서 다
룬 들뢰즈의 표면이론을 근거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의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각
각의 사건들과 언어들을 분석한다. 앨리스의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선 넘기에서 이루어지는 생성
의 역설에 대해, 표면의 사유에서 본 앨리스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체와 욕망으로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들뢰즈의 표면 이론
들뢰즈의 철학적 사고에 대한 깊이와 독창적인 면을 간파한 푸코(Michel Foucault)는 “향후
언젠가 금세기는 ‘들뢰즈의 세기’였다고 말할 것이다”1) 라고 선언한 바 있다. 들뢰즈의 사유는
세계와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표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다. 어떤 사유든 과거 사상의 비판이라
는 측면과 그 자체의 긍정적인 작업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다. 후기구조주의 사유 역시 한편으로
는 주체의 죽음을 논하는 사유이지만(칸트 이래 선험적 주체의 죽음), 다른 한편으로는 언표의
장, 형이상학적 표면, 객관적 선험의 탄생을 논하는 사유이다. 객관적 선험의 발견은 현대 사유
의 기본적인 성과들 중 하나이다. 전통철학의 새로운 이해와 현대철학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러한 사유의 토대는 담론 연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들뢰즈는 표면의 사유를 전개하기 위해 스토아 학파로터 표면효과를 소환한다. 스토아학파는
사물을 물체적인 것과 비물체적인 것, 두 종류로 구분했다. 스토아학파에게 비물체적인 것은 공
허, 장소, 시간 그리고 ‘렉톤(lekton)’ 즉 언어로만 표현 가능한 것, 이 네 가지이다. 스토아학파에
1) Michel Foucault. “Theatrum Philosophicum.” Critique 282 (1970): 885-908. “Theatrum Philosophicum”.
이 글은 들뢰즈의 저서인 Difference & Repetition과 The Logic of Sense를 향한 푸코의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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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 네 가지를 뺀 모든 것은 물체이다. 비물체적인 것을 물체의 ‘표면’ 효과로 간주하는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도 단지 ‘표면’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써 스토아학파는 자연철학과 형이상학의 관계를 전복시키게 되며, 자연철학을 비물체적 ‘표
면’의 밑바닥에 자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스토아학파의 비물체적 개념으로부터 들뢰즈는 언어와
의미에 관한 탐구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발견한다.
들뢰즈는 언어의 층위를 물질적 차원으로 다룸으로써 의미와 사건을 물질의 ‘표면’ 효과로 파
악하는 형이상학적 ‘표면의 사유’를 전개해나간다. 스토아학파는 ‘표면’을 발견하고, 들뢰즈는 비
인칭적이고 전개체적인 존재의 특이성을 ‘표면’의 장에서 발전시킨다. ‘표면의 사유’는 바로 인칭
의 종합과 개체의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노마드적인 특이성의 세계를 사유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 중세의 신, 근대의 주체로 이어지는 재현과 표상의 철학은 서양 사유의 근간
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이데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
라 존재론적으로 배치되고 가치론적으로 평가된다. 가령 플라톤 형이상학의 세 가지 항인 이데
아, 모사물(copies), 시물라크르(simulacre)2)를 보면, 이데아는 모든 개별자들의 모형이자 원인인
동일자이고 모사물은 이데아와 유사성을 지닌 이미지이며 시물라크르는 유사성을 지니지 못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시물라크르를 기만적인 존재들로 규정하고 있다(Deleuze 297).
들뢰즈는 플라톤이 환상적인 시물라크르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규정적인,
비논리적인 생성의 차원을 드러내는 모순된 존재들, 어떤 고정된 동일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존
재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대상들은 이데아의 지배를 벗어나며, 결국 모델들과 복사물
들을 동시에 위협한다. 그래서 플라톤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복사물에 대한 원본의, 이마주
에 대한 모델의 우선성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시물라크르들과 반영들의 영역을 찬양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차이와 반복』 92).
칸트가 그의 저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통해 균열된 자아로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들뢰즈는 ‘나는 앎으로서 얼마만큼 달라 질수 있는가’라는 새로움에 주목한다. 우리
의 사유는 견고하게 구축된 기존 질서와 세계에 대응해 주체의 특이성을 구축해야한다. 이러한
저항의 양태 혹은 내재성의 구축을 위해 들뢰즈는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규정성을 벗어 던지고
사유와 존재를 동일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시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현
은 동일한 것, 유사한 것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지만, ‘표면’은 사건, 의미가 발생하는 장으로서
끊임없는 생성을 목표로 한다. 들뢰즈는 ‘차이와 표면’의 철학을 통해 재현의 철학을 논박함으로

2) 시물라크르라는 현대어는 그리스어 ‘phantasma’에 해당한다. ‘phantasma’는 이데아를 전적으로 거부한
다. 시물라크르는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
물을 가리키는 철학개념으로 현대 철학의 반플라톤주의를 함축하는 말이다.
들뢰즈의 차이와 표면의 사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 최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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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유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 서구 근대 철학이 주체의 개념을 내세움으로써 전통 철학을 어
느 측면에서 극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전통 철학과 근대 철학은 사유
의 중심이 본질로부터 주체로 이동한 것일 뿐 기본 입장은 같은 맥락이다.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
의 주체를 실체적, 궁극적, 특권적이라 보는 반면, 현대 철학에서 주체는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
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체의 위상에 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들뢰즈는
주체를 욕망의 흐름에 따라 분열증적으로 생성되는, 비인칭적이고 전개체적인 특징을 지닌 주체,
즉 다양체(multiplicity)3)로 보고 있다.
오늘날 플라톤 철학을 계승한 재현의 사유는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근대적 노동에 기
반을 둔 근대적 생산양식은 정보기술혁명에 의해 비물질적 생산이 주도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으
로 대체되고 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며 잠재적이고 가상적인 이미지의 세계는 물질과 정신,
마음과 육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체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인터페이스
(interface)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써 전통적 인문학의 이원적 대립에 근거한 인간의 본질은 해체
되고 재현을 넘어선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된다.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들뢰즈
의 ‘표면’ 이론은 사유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들뢰즈의 ‘표면의 사유’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유,
유목민적이고 분산‧해체된 복합성의 사유,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사유 등으로 대표된다
(Foucault 185). 들뢰즈가 열어 놓은 이 새로운 지평을 그가 조명한 문학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탐구하는 작업은 진보와 질서라는 두 개의 불안정한 동거로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고민을 깊
이 있게 성찰하도록 이끈다.

Ⅲ. 언어의 표면성과 앨리스의 정체성
캐럴은 언어의 관습성과 규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난센스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만든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의미와 무의미, 질서와 무질서가
만나는 ‘표면’의 장이며, 언어의 ‘표면’ 효과로서 의미와 사건을 발생시키는 모델 텍스트이다.4) 들
뢰즈의 표면의 사유, 차이의 사유에서 사물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의미는 사물이
하나의 “사건”으로 변할 때, 그 “사건”의 “효과”로서, 그에 따르는 부대적인 여파로 존재한다. 따

3) 다양체는 독일 수학자 리만(G. F. G. Riemann)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몇 겹으로도 넓어질 수 있는
다차원량이다 선이 하나의 넓이를 갖는 일차원 다양체라면, 면은 두 개의 넓이를 지닌 이차원 다양체,
공간은 3차원 다양체이다. 들뢰즈에게 다양체란 다자와 일자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본연의 다자
그 자체로 고유한 체계를 이루며 어떠한 통일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자도 다양체이고 다자도 다양
체이다.
4) 들뢰즈는 앨리스의 모험을 스토아 철학에서 제시했던 상층, 심층 표면으로 나누고 이를 멜라니 클라인
(Melanie Klein) 이론으로 재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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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의미는 “사건”에 따른 효과이다. 그리고 캐롤의 언어는 바로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
는 실례이다
들뢰즈는 ‘표면’에 환각이라는 말을 대응시킨다. 환각이란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욕망의 실현을
그리는 상상적 각본이다. 들뢰즈가 심층, 상층, ‘표면’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정신분석학적 접근
과는 차이가 있다. 즉 들뢰즈는 심층의 깊이와 상층의 높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들뢰즈는
심층에서 ‘표면’으로 이동하는 앨리스의 모험을 “하나의 조직으로부터 다른 조직으로 미끄러지기
혹은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무질서 형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Deleuze 83). 앨리스가 심층과 상층
을 가로 질러 도달한 곳은 카드로 이루어진 여왕의 세계 즉 ‘표면’이다. 앨리스는 하트잭의 증인
으로 법정에 선다. 왕은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내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왕은 형을 먼저 집행하
기를 원한다. 판결보다 먼저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앨리스가 소리치자, 여왕은 “저 아이의
목을 베어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 순간 앨리스는 “너희는 카드의 묶음에 불과해!”라는 말로
법정 자체를 거부한다. 카드 더미가 날아가고 앨리스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앨리스는 이들과 다
른 의미의 ‘표면’을 연다(Deleuze 107-109). 들뢰즈는 이를 ‘표면’의 파멸로 간주한다. 최종적인
와해가 발생하고, 허구의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들과 맞섬으로서 앨리스는 표면에서 스스로 존재
의 특이성을 자유롭게 실현시키고 있다.
난센스는 정신착란, 농담, 말실수, 꿈, 증상과 함께 구조화를 거부하고 규칙에 저항하는 언어이
다. 난센스는 캐롤 작품의 대표적 특징이며, 이는 바로 질서 중심으로 구조주의 시각이 지배하는
언어적 경계선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앨리스의 경계선 넘기와
생성의 역설이 반복된다. 언어는 빈번하게 전복되고, 계열은 순간적으로 무시되며, 난센스의 세
계는 아이온6)속에서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 ‘앨리스가 자란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녀가
이전보다 더 커짐을 의미하고 동시에 지금보다 작아짐을 뜻한다. 동시에 크면서 작아질 수 없지
만, 시간을 거꾸로 보았을 때 가능한 일이 된다. 이것이 생성의 동시성이며, 현재를 비켜가는 한
에서 생성은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없어진다.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생성의 본질이다(Deleuze
3). 이로부터 앨리스의 경계 넘기가 시작된다. 앨리스는 끝없이 추락하면서 “고양이가 박쥐를 먹
는가?” 아니면 “박쥐가 고양이를 먹는가?”(Carroll 11)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순의 전도는 주체
와 객체가 바뀌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 기능에 혼란을 주게 된다. 이로부터 앨리스의 모험을 구성

5) 스트레치(Strachey)는 난센스를 “질서 속에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삽임하고 기존의 것을 뒤집
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티저스(Tiggers)는 “의미와 무의미 사이의 긴장”으로 보
고 있는데, 두 입장 모두 구별과 차이, 경계선과 파괴라는 개념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6) 아이온은 그리스의 신으로 과거와 미래에 관련되는 “영원”을 뜻한다. 들뢰즈는 시간론을 전개하면서 크
로노스와 아이온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크로노스는 현재들만으로 구성되는 시간이며, 한정적이고 능동적
이거나 수동적이다. 아이온은 펼쳐지는 과거와 미래로 분해되는 시간이며, 무한히 분할되는 시간이다
(Deleuze 136). 한계지어 지는, 원인들로서 물체들의 활동을 측정하는 크로노스와, 결코 한계지어지지
않는 비물체적인 사건들을 ‘표면’에 모으는 과거와 미래의 아이온이 있다.
들뢰즈의 차이와 표면의 사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 최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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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뒤바뀜이 시작되고, ‘언어적 의미’의 역설이 생성된다(Deleuze 81).
들뢰즈는 앨리스가 작품속에서 인칭적 동일성과 고유명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에 주목
한다. 흰 토끼의 이름이 “흰토끼”이듯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구별이 없
다. 이상한 나라에서 이름은 어떠한 고정된 정체성도 제공하지 못한다. 고유명사는 항구성과 동
일성, 고정과 정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유명사 즉 인칭적 자아는 신과 세계의 항구성과 동일성
과 맥을 같이한다(deleuze3). 그러나 캐롤의 이상한 세계에서는 항구성과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
는다. 앨리스의 신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듯이, 캐롤의 세계
는 항구성과 동일성을 보장하는 명사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을 의미하는 동사의
세계이다. 무수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앨리스는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변화한다. 앨리스가 도
전하고 욕망하는 것은 인칭이나 사물이 아니다. 앨리스가 욕망하는 것은 주변 환경 전체를 대상
으로 한다. 들뢰즈는 앨리스의 모험을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다양체로 구성된 주체의
특이성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의미의 논리』 서문 ‘순수한 되기의 역설’에서 들뢰즈는 그의 존재론의 핵심개념들 중 하나인
사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사건’의 표면 효과로서의 ‘의미’ 그리고 사건의 장소로써의 표면을 제
시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체스 판은 마치 사건이 발생하
는 표면을 연상시킨다.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앨리스와 등장인물들은 언어적 이미지들에 의해
제시되어진다. 앨리스와 등장인물들은 언어적 이미지들에 의해 제시되고 정체성은 무한히 확산되
는 사건의 이야기 구조에 의해 정의된다. 들뢰즈에 따르면 사건의 본질은 자아가 그 자신을 표면
으로 열어 보이는 것이고, 우주의, 비인간적인, 개인 이전의 특이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Ⅳ. 결 론
캐롤 작품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동문학으로써 뿐만 아니라 언어 실험의 전초로서 포스트모
더니즘을 예견함과 동시에 최근 문학 비평가들이 관심을 쏟는 주체, 언어, 욕망에 관한 주제들을
탐구하는데 탁월한 텍스트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후기구조주의자 들뢰즈는 ‘생성의 철학’
과 ‘차이의 철학’ 등 자신의 도전적 철학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분석하
였다. 들뢰즈는 스토아학파가 발견한 표면의 층위와 캐롤의 언어를 결합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구
성한 일종의 소설에 가까운 형식으로 『의미의 논리』를 완성한다. 들뢰즈는 스토아 철학에서 비물
체적 요소와 표면을 소환하여 서양 철학의 근간인 이데아를 언어의 표면효과 다루면서 소크라테
스 이전과 소크라테스 철학 그리고 플라톤주의를 전복시킨다. 『의미의 논리』와 더불어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비인간주의 존재론을 완성하여 새롭게 철학을 하는 도구로서 표면의 사유를
제안한다. 들뢰즈가 표면의 사유라는 그의 철학적 모험의 탁월한 안내자로 캐롤을 선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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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라는 자아가 그 자신을 표면으로 열어 보이면서 비인간주의 특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는 표면의 사유로 대표되는 노마
드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들뢰즈는 앨리스의 모험을 심층, 상층의 구분이 없는 표면의 효과라고 보았다. 앨리스는 끝없
는 추락에서 출발해 심층의 분열적 요소들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앨리스가 만나는 모든 것은 분
열된 것, 즉 부분 대상들이며 몸이 작아질 때는 스스로도 부분 대상의 일부이다. 앨리스는 지하
세계에서 주체 분열과 해체의 혼돈을 거치면서 심층의 깊이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는 표
면을 따라 이동한다. 상층의 좋은 대상들과 동일시하거나 카드로 상징되는 표면의 세계에서 허상
들과 맞섬으로써 심층과 상층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표면의 층위를 연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역설,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 허물기 등으로 존재의 자유로움을 극대
화한 작품이다. 앨리스의 세계는 비논리적 언어, 탈구된 문법과 게임의 규칙, 인과 관계 없는 캐
릭터들과 부딪히는 무의미의 세계이다. 앨리스는 이 세계를 모험하고, 독자들은 의미와 무의미,
역설과 난센스의 부딪힘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경험하게 된다.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는
표면을 따라 코스모스의 질서와 카오스의 혼돈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카오스모스(chaosmos)
라는 새로운 의미와 질서의 창조적 재계열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이다. 한계 지어지지 않
은 생성이 이 표면의 세계에서 수용된다.
들뢰즈에게 앨리스는 규정과 한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다. 따라서 표면의 사유를 통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읽기는 유일하게 삶이 실현되는 표면의 장에서 자율적 주체의 ‘진정한
욕망’을 지향하는 들뢰즈 철학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앨리스가 호기심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토끼 굴로 뛰어 들었듯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접속을 추구하는 우발성의 용기야 말로 질
서와 보편이라는 규정과 한계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욕망 실현의 시작이다. 들뢰즈는 앨리스가 표
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새로운 표면의 층위를 열어가고 있는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이 심층과 상층의 존재들이 가지는 허상들의 의미 없음을 꿰뚫어 보고, 유일하게 삶이 실현되는
표면의 장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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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임리히(Unheimlich) 메커니즘 연구
유 명 자
(경북대학교)

I. 서 론
본 논문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운하임
리히(unheimlich: uncanny)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아울러 거기서 구축된 이론을 문
학 작품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운하임리히를 중심으로 한 이론, 작품의 분석과 이해 그리고 이들
이 예술적 창조에 시사하는 점을 고찰한다는 삼중 목표를 염두에 둔다. 또한 본 논문은 기존에
잘 연구되지 않은 욕동(drive: Trieb) 이론, 라캉의 주체 개념과 특히 그의 응시 욕동 이론과의
관계 하에 운하임리히의 작용을 연구한다는 데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둔다.
프로이트는 운하임리히란 바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친숙했던 것에서 유발되는 낯설
고(strange) 불안한 감정”(“Das Unheimliche”: “The Uncanny” 124)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라
캉(Jacques Lacan 1901∼1981)은 운하임리히를 외밀함(‘Extémité’: Extimacy)이라는 신조어로 설
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운하임리히를 양가성(ambivalence)의 동시공존이 유발하는 친숙한 두려
움의 매혹과 향락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운하임리히의 요소들은 문학 작품에서 진앙의 근원처럼 작용한다. 부분적 혹은 전체적
플롯과 사건들이 마치 욕망이 오브제 a 주위를 맴돌 듯이 운하임리히 표상을 중심으로 확장, 발
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운하임리히의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그것은 욕동의 운명적 역동성
을 나타내는 통사론적 파편화의 역정과 라캉이 말하는 시니피앙의 미끄러짐의 뫼비우스적 순환
회로를 근원적으로 닮았다. 본고에서는 특히 프로이트와 라캉의 위상학적(topological) 차원에서
고찰한 운하임리히를 중점적으로 고찰해본다.

II. 정신분석학에서의 운하임리히
정신분석적 방법론을 택한 본 논문은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에서의 운하임리히에 대해 다룬
다. 운하임리히는 프로이트에게는 자아 형성 과정의 분신과 억압된 표상의 환각화로 나타나고 라
캉에게서는 실재와 특히 주체 형성 과정에서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통해 보여진다. 프로이트에서
는 특히 무의식의 억압된 형성물들이 변형, 왜곡되어 실제나 꿈에 미묘한 기지감을 불러일으키며
회귀할 때 그리고 분신과 자아 형성의 동일시 현상에 고착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라캉 이론에서
17

는 거세나 팰러스를 비롯한 각 욕동의 대표 대상들인 오브제 a 및 환각, 유령, 환청 등으로 대표
되는 가공할 실재의 환영이 실제로 귀환할 때, 그리고 주체 형성의 동일시 현상과 언어적 주체의
분열이 증상으로 표현되며 숨겨짐 없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보일 때 포착된다.
라캉에서 최강 운하임리히 유발 인자는 실재이다. 특히 실재의 귀환, 환각적 출현과 주체 형성
과정의 동일시 현상과 관계있다. 라캉적 실재는 언어 의미망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간 문자들, 아
우토마톤(automaton)과의 조우에서 유발되는 운하임리히함과 현대인이 이미 극복한 원시적 믿음
즉 유령, 환영 등의 환각으로 나타나는 실재와의 만남, 투케(Tuché)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표상의 생애와 욕동의 다양한 문법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운하임리히의 발전적 전개과정에 따른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첫째, 억압된 운하임리히
시니피앙이 고착되면 둘째, 운하임리히한 혼동 가운데 그 표상의 분신들이 출현하며 셋째, 이들
이 반복 강박과 죽음 욕동의 작동 하에 증상의 무대를 연출한다. 넷째, 결국 파국적 대 사건에까
지 달하여 대개 주인공은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죽음 욕동이 극복될 경우 다섯째 과정인 환상
가로지르기와 승화로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써 정신의 두 극단 즉 정신의 오작동과 가장 숭고
한 승화 작동은 운하임리히에 의해 매개됨이 밝혀진다. 본 논문이 이론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창조에 연계되는 것도 이 지점에서이다.
운하임리함은 근본적으로 표상이 고정되지 않고 경계 불분명하며 뿌리에서 서로 닿아있는 무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자아와 이드(Es)의 심역들을 통과하고 움직이면서 왕복, 회귀할 때 변형
이나 왜곡됨으로써 거기 공존하는 다각적 특성들이 주체에게 애매한 기지감과 다시 보고 싶은
욕동의 반복강박 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생된다. 그와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끔찍한 매력을 유
발하는 운하임리히의 주이상스에 흡입되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억압된 운하임리히 표상의 고착은
무의식의 핵심에 안착되는 것이기에 인간 정신의 기본 구조에 편입된다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후 운하임리히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여 분석자가 그것을 알아줄 때까지 정기적으로 회귀하
며 온 주체를 뒤흔드는 메커니즘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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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하임리히의 위상학적 고찰

자아이상
육 정 Es
⇔

초자아
자아

전의식

의식

삶/죽음욕동

체 신 억압

무의식

욕동의투쟁
실재
억압된

-대상a

상징

-실재와상징의

표상

연안에쓰여진

물(das Ding)

문자(V,W,RAT)
-아우토마톤
-투케
-유령,환영
환각적 출현
<운하임리히 Unheimlich>

IV. 결 론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하임리히는 전반적으로 동일
시 메커니즘의 (오)작동과 관계있으며 그 과정의 강도로 나타난다.
둘째, 운하임리히 표상으로 인해 반복되는 분신 출현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인공의 실
패와 반복, 강박적 추적, 그리고 파국적 사건에 따른 죽음의 결말 혹은 승화를 본고는 운하임리
히의 메커니즘으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런 일련의 운하임리히의 여정이 바로 소설의 창조적 서
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다.
셋째, 운하임리히한 무의식의 억압, 실재의 반복적 회귀와 강박은 무의식의 표상과 또 의미망
을 벗어난 실재의 시니피앙이 계속 반복 강박적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는 그것을 알
아보지 못한다. 표상은 그것을 타고 흐르는 욕동의 에너지에 의지하기 때문에 욕동의 운명적 작
동이 가는 데로 따라가게 되어있다. 이 욕동의 운명이란 본고에서 연구했듯이 그것이 세 개의 문
법적 태(態)를 거치고 또한 전체화가 되지 못하고 부분화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편화의 망을
따라 분산되기에 표상도 결국은 파편이 되어 복수의 분신, 환영과 환각으로 분열되어 귀환한다.
넷째, 표상들은 라캉이 말하는 시니피앙의 미끄러짐의 회로를 근원적으로 닮았다. 욕동이 자신
운하임리히(Unheimlich) 메커니즘 연구 ( 유명자 )

19

의 운명적 회로를 따라가는 동안 시니피앙의 언어 집합에는 주체의 가치를 결정해줄 마지막 시
니피앙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점, 뫼비우스 띠의 회로에서 안과
밖이 교차되는 변곡점에서 어떤 파국적 이벤트가 일어나 죽음으로 귀결되거나 혹은 승화의 길로
통하기도 한다.
다섯째, 라캉에게 운하임리히는 자연과 물체에 언제나 이미 내재하는 이방인의 외밀한 존재이
지만 그것은 평소에는 두려움 없이 친숙하게만 존재하기에 일상에서는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재는 아우토마톤과 투케로 심화되고 이들의 운하임리히는 농담과 같은 사전 향락의 기제로 작
동한다.
여섯째, 이처럼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유령이나 환각은 대타자의 한 특성을 내면화하는 동일
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기에 언어로 포착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서, 역설적으로 또 다
른 하나의 쓰여 지기를 반복 시도하는 진실이 되어 끊임없이 회귀하게 된다.
일곱째, 발화행위 주체와 발화물의 주체 사이의 분열을 넘어 글쓰기라는 특이한 정신적 동기
부여의 힘은 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변화무쌍 언어를 타고 흐르고 그것은 주체를 닮았
다. 무의식적 실재가 불현 듯 주체에게 다가오고 운하임리히한 언어는 욕동과 주체를 한 발짝 앞
서가며 주체를 좌지우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말해지고 글이란 쓰여 지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을 하나의 장치(psychic apparatus)로 보았으며 그것을 구조적 시스템으
로 파악하려고 그토록 노력하였다. 라캉도 말하는 주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서 수많은 정신의
위상학적 도면과 수학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피력하였다. 운하임리히는 그러한 인식 체
계에 있어 야누스적인 동시 통찰력과 관계된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A는 B다’라는 이항 대립소
의 직접적 인식경로는 불가능함을 알리며 그렇다고 A와 B 간의 어떤 절충으로서의 해결책도 아
닌 다른 야누스적 통로다. 본고의 정신분석적 연구 결과는 A가 B로 보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미 ‘제 3타자’의 개입이 전제된다는 의미에서의 야누스적 통찰을 제시해 준다. 기존의 표현대로
제 3자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라캉이 보여준 응시 욕동 제 3단계에서 발생한 ‘새로운
주체’가 대타자이면서도 동시에 주체인 묘한 운하임리히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캉의 외
밀함에서도 주체 내부에 들어온 외부는 단순 이항 대립소로서의 외부가 아니라 바로 이 제 3타
자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내 안에 들어온, 나이자 대타자인 이 제 3타자가 운하임리히
유발의 핵이다.
그것은 위니컷의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대상이 대타자와 주체 사이에 있
기 때문에 중간 대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알려주는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중간 대
상이다. 즉 대상을 떠나 장소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하나의 장소 설정은 위니컷이 라캉의 대상
설정과 차별을 이루는 지점이다. 대타자 어머니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중간을 표시한다는 것을
본고는 하나의 심역의 창조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둘 중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동시에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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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속하면서 또한 위에 언급한 제 3타자가 개입한 외밀한 곳이다.
그 곳의 대상은 또한 실제 대상의 있다/없다를 넘어선 없지 않은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심역이 창조된다는 것은 사물의 야누스적 대립소를 떠나 새로운 심역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다. 그
곳은 프로이트에게는 무의식 공간의 창조이고 라캉에게는 실재의 입체적 공간이 된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무(無)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실제에서 사라진다. 그 곳에서 해방된 아이는 라
캉이 말하는 물(the Thing)의 지위로 끌어올려진 승화된 어머니를 재회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
이 제시하는 야누스적 통찰이란 이항 대립소의 평면적 절충을 떠나 아이의 중간 영역으로 회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 3타자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호출함으로써 무의식의 공간을 띄워 자유자
재로 드나들 수 있을 때 성취된다고 할 것이다. 그 곳이 프로이트가 언제나 돌아가고자 했던 곳
이며 정신분석적 예술가가 위치하고 있어야 할 장소이다.1) 그 곳에 예술 창조에 필요한 표상의
보고가 존재함을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가 가르쳐 준다.
천재란 성인이 의도적으로 한껏 누리는 되찾은 어린 시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이
는 이제 표현을 위한 굳건한 신체 기관을 갖추었고 이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축적한 자료
를 정리 분류할 분석적 정신이 장착된 것이다.
But genius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childhood recovered at will, a childhood now
endowed, in order to express itself, with virile organs and with the analytical mind
that enables him to organise the mass of material involuntarily accumulated. (Charles
Baudelaire, “The Painter of the Modern Life,” E. Holland 143 재인용)

아이는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향유했던 제 3타자의 영역에서 오브제 a와의 유희를 의식적으로
재향유하는 것이다. 이제 굳건한 신경과 정신을 장착한 성인은 자신의 취약함을 이성으로 극복하
여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창조의 장소를 평면적 제 3자가 아니라 입체적 제 3타자로서의
대타자를 개입시킨 라캉적 운하임리히함으로 수립한다. 이 영역의 발견이 본고 서문에서 언급한
창조의 실천적 차원에서의 메트릭스적 재원이다.
운하임리히는 오늘날 IT, 사이보그 인간, AI 로봇 등의 등장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이 거론되면
서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에 관한 여러 담화들과 더불어 아직 완전히 답파되지 않
아 여전히 우리 연구를 기다리는 분야다. 정신분석학은 작품을 분석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작가
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향락적 극복, 분열된 내면화 그리고 순수 욕망의 승화 등의 여정을 즐
김과 동시에 그 창조 비밀을 증거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양가성의 중심 와동(渦動)에
운하임리히의 매혹이 자리하고 있다. 본고의 운하임리히는 이런 일련의 사건과 분석과정에서 인

1) 그 영역에서 오브제는 자동 창조의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고 그는 피카소가 말하듯이 ‘찾지 않고 발견하
는’ 미다스(Midas)의 손이 된다.
운하임리히(Unheimlich) 메커니즘 연구 ( 유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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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심역의 좌표를 좀 더 가까이 규정해줄 수 있는 하나의 표(票)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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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해양소설 3부작에 나타난 초월적 상상력*2)
이 지 현
(경북대학교)

Ⅰ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상상력의 대명사이다. 1833년, 당시
평단에서는 포의 작품을 “이성과 상상력이 흔하지 않은 일관성을 지니고 결합되어 있
다”(Hammond 63)라고 평가하였다. 포의 이야기들은 그의 사후에 어떤 다른 미국 작가들의 작
품보다 큰 명성을 얻었으며 오늘날 그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단편 소설의 대가이자 강력한 무의
식적 정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의 창조자로 인정받고 있다(62). 특히 포의 작품은 주체와 문명과
의 조우가 빚어내는 혼돈에 대한 탐색으로 분석되는데(Smith 103), “공포 소설, 환상소설 그리고
심리소설의 원조”(김성곤 326)로 평가받는 포의 문학적 상상력은 여러 작가를 통해서 증식된 상
상력의 모태가 되어왔다.
포는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스티븐 에드윈 킹
(Stephen Edwin King)과 같은 작가에게 지대한 정신적 영향을 주었다. 특히 『낸터킷의 아서 고
든 핌의 이야기』(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는 쥘 베른(Jules Verne), 허
먼 멜빌(Herman Melville), 얀 마텔(Yann Martel)의 해양소설에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하였고,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자신의 작품 분석에 사용한 프랑스어 판본은 보들레르가
직접 번역한 것이다. 바슐라르는 영미권 작가 중에는 특히 포에 경도되어, 처음에는 포의 시에
나타난 시적 이미지들을 찬양하다가 점차 소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바슐라르는 포의 작가적
상상력에 있어서 특별한 실체는 물(Water 46)이라고 주장하며 포의 작품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
지는 “원초적 이미지의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55)이라고 평가한다. 바슐라르는 포의 작품을
분석하며 물의 표층적 이미지 아래에 존재하는 점점 더 심오해지고 집요하게 점착되는 이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의 분석을 요약하면 포에게 물이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물질적 피난처
중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는 특별한 죽음으로의 초대”(55)이다.
그러나 포의 소설과 단편 중에는 이러한 깊은 물의 이미지를 단지 죽음이나 침수 등의 상징적
의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전경으로 보다 다양한 재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작품이

* 본 발표문은 2017년 12월 제출한 문학박사학위논문인 「문학적 상상력: 바슐라르와 라캉의 이론과 실제」
의 Ⅴ.3장을 요약 ·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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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바로 포가 남긴 대표적 모험소설 중 하나로 1838년에 발표된 『낸터킷의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와 그 전신(前身)인 「병 속의 수
기」(“Ms. Found in a Bottle”)(1833), 「소용돌이 속으로의 추락」(“A Descent into the
Maelström”)(1841)이다. 주로 고전적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포의 작품을 분석해 온 마리 보나
파르트(Marie Bonaparte) 또한 상기의 작품에 주목하며 이들을 “포가 남긴 위대한 세 편의 바다
이야기”(290)로 정리한 바 있다. 해양 3부작 중 특히 『핌의 이야기』는 다양한 재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자질을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포의 사후에 거의 1세기가 지난 이후이다(이종민 79-80). 바슐라르도 처음 이 이야
기를 읽었을 때는 이를 단지 길고 지루하며 단조로운 모험이야기로 치부했다(Water 57).
하지만 바슐라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이후 이전의 모든 독서를 다시
시작했고, 이 ‘다시 읽기’를 통해서 『핌의 이야기』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선상에 있는” “실재
적 드라마”(57)가 되었다고 상기한다(57). 『핌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작업은 작품에 대한 재평
가였을 뿐만 아니라 바슐라르가 정신분석적 독서 방법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Water 57). 바슐라르는 정신분석적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독자가 수많은 진부한 문학
적 이미지 중에서 몽상의 대상이 될 특별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여기서 몽상이란 “시적인 몽상”(poetic reverie)(Reverie 6)으로 바슐라르는 인간의 독창성
과 상상력의 원천을 탐구해가는 핵심과정으로 문학이미지에 대한 몽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본 장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포의 세 작품을 보나파르트의 말을 차용하여 ‘해양소
설 3부작’으로 칭하고, 각 이야기의 주요 서술자인 아서 고든 핌(Arthur Gordon Pym), 어부 그
리고 여행자가 어떻게 바다를 쓰고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작품에서 바슐라르가 말하는 몽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세계인 바다를 정복하려는 노력은 항상 상징화를 통해서 상계 불가능한
것을 남기며, 이는 언어적 주체가 떠안아야 할 일종의 채무와 같다. 『핌의 이야기』, 「병속의 수
기」,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다」의 주인공들은 “낯설고 으스스한(uncanny) 강렬한 정동
(affect)”(박찬부 160)을 수반한 채 무한의 바다로 이끌려가고, 공교롭게도 이들이 시공을 누빈
끝에 향하게 되는 곳은 모두 ‘극’(the pole)이다. 포의 해양 3부작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만, 반드시 바다를 어머니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상징에 국한해서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바다는 바다일 뿐”(Bonaparte 292)이고 포가 어린 시절부터 있는 그대로의 바다, 배, 순풍을 동
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중 대부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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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바다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인류를 그렇게 깊은 마력으로 사로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292)할 것이기 때문이다.
태곳적 기억으로부터 인간을 바다로 이끌고 간 것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 굴
레”(292)이다. 보나파르트는 이 ‘굴레’를 마치 “사이렌(sirens)이 부르는 노래”(292)와 같은 것이
라고 묘사한다. 호머(Homer)의 『오디세이』(The Odyssey)에서 오디세우스(Odysseus)는 키르케
(Circe)의 섬을 떠나서 사이렌이 사는 곳으로 이끌려 간다. 사이렌은 바다 위에 앉아서 넋을 잃
게 하는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원래의 진로에서 이탈하게 하고, 방향을 잃은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난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근거지를 지날 때 선원들의 귀를
녹인 밀랍으로 틀어막아 그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자신은 사이렌의 노래를 직접
듣기를 선택하는데, 노랫소리에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도록 명
령한다. 사이렌은 자신의 노래를 들으면 많은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Homer 275-77). 오디
세우스가 고통과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자 자처한 것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식을 얻기를 열망하는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의 굴레’ 때문일 것이다.
‘앎을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라캉은 지식과 진리를 구분한다. 지식이란 자연이 지닌 원리를
고정적 틀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자기 입장에 고정시켜서 본다. 라캉
은 지식의 이러한 고착된 구조는 진정한 진리라 할 수 없으며 신을 규정할 수 없듯이 ‘진리에 대
한 규정된 지식’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Encore 91). 라캉은 중심에 남아있는 것은 결
국 기의이며 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탈-중심이 의식의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전
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미’인 기의가 아니라 기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42-3). 또
한, 그는 완전한 전체성(wholeness)을 의미하는 구형(sphere)은 그 자체로 한계와 제약을 지닌다
고 지적하고, 진리란 이렇게 완전하게 보이는 지식 체계가 지닌 한계와 구멍을 포착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실재를 겨냥한다”(Encore 91)라고 역설한다. 이렇게 볼 때 한계와 공백으
로서의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징계적 지식 체계를 초월할 수 있는 수직적, 역동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려고 한 것도 현 세계의 지식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려 한 능동적 정신작용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지식 정복에 대한 욕망과 실재적 진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끌림’은 해양소설 3부작의 등장
인물들에서도 감지된다. 먼저 『핌의 이야기』에서는 핌이라는 소년이 바다로 모험을 나간다. 핌은
낸터킷(Nantucket) 지방의 명망 있는 상인의 아들이다. 어느 날 밤, 친구인 오거스터스 바너드
(Augustus Barnard)와 파티에서 거나하게 취하도록 술을 마신 후, 그들은 정박되어 있던 에어리
얼호(the Ariel)에 충동적으로 올라타고 바다를 향해 질주하게 된다. 맑고 쌀쌀하던 하늘은 어느
새 폭풍우로 뒤덮이고, 배를 운전할 줄 모르는 핌은 친구의 조타술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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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던 오거스터스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배는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서 핌은 마치 아편에 취한 듯 몽상가
(dreamer)가 되어 “이성적 논리력과 상상력이 번갈아 점멸하는 경험”(168)을 한다. 핌은 에어리
얼호에서 거의 죽음에 근접하는 경험을 하지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바다를
향한 열정”(757)은 가라앉지 않고 더욱 열렬해진다.
이러한 불가해한 상황은 「병 속의 수기」에서도 공통으로 포착된다. 이 이야기의 서술자는 부유
한 여행자이며 “교양이 있는 인격자”(Hammond 63)로 묘사된다. 그는 바타비아(Batavia) 항구에
서 순다열도(Sunda islands)로 여행을 계획하는데, 출발에 앞서 여행의 즐거움 대신 마치 “악령
같이”(118) 그를 괴롭히는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는 바다로 향하는 계
획을 중단하지 않는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조난하고 자신 이외에 유일
한 생존자인 한 스웨덴 노인과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 공포에 사로잡힌 노인과는 달리 서술자
는 오히려 “영혼이 고요한 경이로움에 매료당함”(121)을 느끼며, 이야기의 절정에서 소용돌이
(vortex)의 림보(Limbo)를 맴돌던 배가 마침내 가라앉을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
에 대한 간절함”(125)을 느낀다.
한편, 「소용돌이 속으로의 추락」에서 서술자인 늙은 어부는 말스트룀(the Maelström), 혹은 모
스쾨 스트룀(Moskoe-ström)이라는 공포스러운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로 조업을 나간다. 이 소용
돌이는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며 [ . . . ] 심지어 나이아가라의 장대한 폭포가
고통에 차서 하늘로 올려다 보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비명
같기도 하고 포효 같기도 한 끔찍한 목소리를 바람에 실어 보내는”(129) 위험한 장소이다. 노인
은 바다에서 아무리 맹렬한 소용돌이가 몰려와도 그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풍어를 이룰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뒤이은 노인의 언급을 통해서 그 일대에서 말스트룀의 소용돌이 근처로 정기
적으로 조업을 가는 배는 자신과 두 형이 소유한 배 한 척뿐임을 알 수 있는데(131), 이러한 사
실은 이 소용돌이가 일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범접하기 불가능한 곳임을 반증하고 있
다. 그들의 행위는 목숨을 건 “절박한 도박”(131)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듯 해양 3부작의 서술자들은 각기 다른 표면적 이유로 대양 한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그들
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미지에 대한 앎’일 것이다. ‘앎의 여정’에서 서술자들은 끊임없이 조난당
하고 표류하며 우회를 거듭함을 보여준다. 이들이 항해의 지난한 과정에서 죽음, 혹은 임사에 해
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이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서
술자들과 같이 바다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 바슐라르가 포의 작품에서 포착한 물의 운명이
덧없이 흘러가는 이미지의 헛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존재의 실체를 변화시키는 운명이라 할
수 있듯이(Water 5-6), 이들은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는 여정을 통해서 종국에는 기존의 지식체
계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미지의 앎을 목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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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파렐(Grace Farrel)은 『핌의 이야기』를 원초적 자연에 직면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두
려움이 되살아나는 장소인 무의식을 향한 이중의 꿈(857)으로 묘사한다. 『핌의 이야기』는 “실증
적 언어로 쓰인 상상계적 여행”(Right 101)이라는 바슐라르의 주장을 수용하면, 『핌의 이야기』를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적 채무”(the symbolic debt)(Écrits 361)를 상환해 가는 ‘여정’으로 분석하
는 것이 가능하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세계인 바다를 정복하려는 노력은 항상 상징화를 통해
서 설명 불가능한 것을 남기며, 이는 언어적 주체가 떠안아야 할 일종의 채무와 같다. 그리고
『핌의 이야기』, 「병 속의 수기」 및 「소용돌이 속으로의 추락」의 서술자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진
실임을 알 수 있도록”(Pym 748) 무던히 노력하며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난폭한 바다에
직면하여 기아에 허덕이다가 동료를 살해해서 그 인육을 먹거나(Pym 820), 함께 조업에 나간 형
제가 눈앞에서 수장되고(“A Descent” 139), 여러 날을 조난한 끝에 마치 유령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을 목격하는(“MS.” 122) 정신적 혼란과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외상적 실재에 직면
하여 서술자들은 그 공백을 상징계적으로 해석 가능한 범위로 포섭하려 애쓴다.
이때 서술자들이 그들의 모험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포가 말하는 말의 “물리적
힘”(“The Power of Words” 401)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는 주변의 대기를 진동하고 이 진동은 무한히 확장되어 지구상의 모든 공기 입자를 영원토록 자
극하므로 “영겁의 결과를 수반”(400)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사고가 소멸할 수 없는 것”(400)은
바로 이러한 말의 힘, 언어의 힘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포의 언어는 바로 시적 언어라 할 수 있
다. 이 언어는 통찰과 직관적 사유가 가능한 인간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며, 포에게 시적 언어, “시
적 지성은 [ . . . ] (때때로) 상상력에게만 명백히 이야기하는 비유를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것”(“The Colloquy” 445)이다.

Ⅲ
통찰과 직관적 사유, 그리고 시적 지성에의 열망은 해양 3부작의 서술자들이 모두 종국에 지
형학적 ‘극’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포가 글을 쓸 당시에는 극 지점들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구멍으로 여겨졌다”(Hammond 48). 또한, 극지방의 눈부시게 새하얀 빙
벽은 우주에서 “수많은 빛나는 별들이 하나로 뒤섞여 만들어내는 벽”(“The Power of Words”
398)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상징한다. 또한, 극지방에 다다르자 깊은 바다의 어둠을 뚫고 “눈부
시게 찬란한 빛이 솟아오른다”(Pym 882)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포에게 ‘빛’이란 상상하는
인간만이 보여주고 볼 수 있는 내밀한 빛이며 절대적 법칙의 체계에서 부재하는 숨겨진 차원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cholnick 9). 작품의 서술자들은 이 빛나는 미지의 지점을 향해가
는 가운데 불가해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한한 공백을 메우려 하면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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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인간의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정신작용이 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핌의 이야기』에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원주민들이 외치는 “테켈리-리”(Tekeli-li)(882)라는
말이나 「소용돌이 속으로의 추락」의 어부들이 외치는 “모스쾨 스트룀”(133)과 같은 이해할 수 없
는 언어는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재에 직면하여, 어떻게든 이를 이해해서 발
화(發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인간의 사유에 영생을 부여하
는 힘을 지닌 것이며 실재적 순간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이자 ‘구멍’으로서의 실재를 의미화하고
자 하는 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서술자들은 바다 위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에서 마치 림보에서의 체류와 같이 죽음을 유예당
한다. 라캉에 따르면 이렇게 “실현되지 않은 것”(FFCP 22) 혹은 조우되지 않은 실재는 마치 “낙
태 시술자와 림보의 관계”(23)와 같은데, 이들은 무의식적 심연에서 의식적 수준으로 나오려 할
때마다 제지당하며 항상 그 깊은 무의식의 지점에서 머물다가, 현실의 구멍 혹은 틈 사이로 그
그림자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 림보의 경계를 벗어나 해양 3부작의 서술자들이 결국 공통
으로 도달하는 극의 지점을 힐튼은 우주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206)라고 표현한다. 이
세 여행자들이 포착한 ‘영’(zero)은 실재의 존재를 보증하는 지점이자 상징계가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 또한 우주적 빅뱅(big bang)의 지점이며, 라캉이 말하는 무(ex-nihilo)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Ethics 260-62).
세계와 인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텅 빈 ‘공백(void)’은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소멸과 창조의 공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공백’의 지점은 라캉적 실재의 지점이자 바슐
라르의 몽상이 향하는 지점이 된다. 이 특별한 문학 이미지에 대한 몰아적 몽상은 독자의 상상력
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무한한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포의 해양 소설 3부작
의 서술자는 모두 바다에 나가서 “죽기 마련인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혹시 겪었다 해
도 계속 살아남지 못해 말할 수 없을 그런 사건”(Poe, “A Descent” 143)들에 직면하였으나, 이
야기와 쓰기를 통해서 상징계를 초월하는 실재의 지점으로 회귀를 시도한다. 이들의 탐험은 현재
까지도 독자의 자유로운 몽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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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취임 이래 얼마 전 보도된 멕시코 간의 국
경에 장벽 설치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체류자 추방이 현실화되며 불법체류 청
년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마저도 폐지
와 유예를 놓고 협상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와 T. 코라게선 보일(Thomas Coraghessan Boyle)의 『또르티야 커튼』(The
Tortilla Curtain)의 비교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1948년에 뉴욕에서 출생한 보일은
아직까지는 국내 독자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작가이기는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작품 활동을
하였고, 지금까지 24권의 장편과 100여 편이 넘는 단편소설을 출판하였으며, 오 헨리 단편소설상
과 펜포크너 상(PEN/Faulkner award)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1995년에 출판된 보일의 소설
『또르티야 커튼』은 “미국이 1846년부터 시작한 멕시코와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후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생긴 미국의 경계 위에 오늘날 2,000마일의 “또르티야 커튼”(Tortilla Curtain)이라
는 장벽을 만들어 많은 멕시코인들의 이동을 막았던 것”을 연상시킨다(신명아 56). 또한 이 소설
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과 애환을 그린 스타인벡의 대표작 『분노의 포도』에서 기억에 남는 제명
인 즉,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오클라호마(Oklahoma)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오키들(Okies)의
불행을 조롱하는 말인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지 않겠지. 저렇게 더럽고
비참한 생활을 인간이 어떻게 버티겠어”(They ain’t human. A human being wouldn’t live like
they do. A human being couldn’t stand it to be so dirty and miserable.)로 첫 장을 시작한다.
이 제명은 스타인벡의 작품과 보일의 작품을 연결시키며, 이 작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주노동
자들이 받았던 부정적인 인식을 묘사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유사한 이슈를 탐구한다는 사실
을 시사한다. 『분노의 포도』가 출판된 지 78년이 지난 시점에, 보일의 『또르티야 커튼』은 정치적
으로 스타인벡과 같은 입장을 취한 소설로써 이 두 작품을 연결시키며 사회저항과 이주 노동자
들의 처우에 대한 스타인벡의 관심을 다시 논의한다. 스타인벡과 보일 모두는 가난한 이주 노동
자들의 역경을 묘사하고 그들의 주장을 옹호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촉구한다.
따라서 보일의 작품 의도는 『분노의 포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대의 틀 안에 이야기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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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고 현대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부당함을 드러내고 이주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스타인벡의 목적을 공유한다. 스타인벡이 노벨 수상 수락연설에서 주장했듯이, “작가의 오
랜 세월에 걸친 임무는 바뀌지 않았다. 작가는 우리의 개선을 위해 우리의 어둡고 위험한 꿈들을
빛으로 끌어올리며 우리의 많은 통탄할 결점들과 실패들을 드러낼 임무가 있다”(691). 여기에서
스타인벡은 보일이 수용하는 이상인 사회저항 소설의 의의를 드높이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보일은 전임자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그의 의도를 언급하며 스타인벡의 소설이 멈춘 곳
에서 그의 소설을 이어서 시작한다. 톰 라핀(Tom Lappin)은 한 인터뷰에서 “이 책은 분명히 『분
노의 포도』에서 취한 것이다. 스타인벡은 사회적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의 나의 생각은
매우 다른 세상에서 그 작품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1995년의 시점에서
1939년의 스타인벡의 정신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Lappin 16).
보일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스타인벡의 시각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명시
하지는 않지만, 보일은 인물들과 환경 및 주제를 창조함으로써 스타인벡과 자신의 소설 간의 유
사점을 통하여 사회저항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스타인벡의 유산에 의존하며 보일은
소설을 의사소통과 저항의 형태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보일의 『또르티야 커튼』에서 드러난 사회적 변화를 위한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저항의식을 통하
여 사회저항 소설이 갖는 문제와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두 가족의 캘리포니아 드림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억하고자하는 작가들을 위한 글에
서 “우리는 왜 태어나야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땅은 무엇인가?”라고 말하
며 비교를 구축하고 평행선을 긋는 효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는 “만약 우리가 자기성찰적인 기
억만으로 정체성의 수수께끼를 파헤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는 대
상을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파악해야한다”(161)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보일의 『또르티야 커튼』은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비교를 시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저항 소설로서 『분노의 포도』는 그 장르 내에서 다른 고전작품들과 비교가 되어왔다. 이 점
을 설명하기 위하여 토마스 C. 포스터(Thomas C. Foster)는 『분노의 포도』가 “미국적인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이고 미국적인 『미들마치』(Middlemarch)이자, 미국적인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이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196)
라고 말한다.
보일은 스타인벡의 서사에 자신의 소설을 뿌리를 내리며, 전통적인 구성방식과 혁신적인 기법
을 사용하여 새로운 저항의식을 창조한다. 쿤데라는 “모든 소설가들에게 있어서 비교에 대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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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어떤 공기나 공간 그리고 휴식의 장을 위한 희망이다. 즉 새로운 형식을 위한 희망”(162)이
라고 설명한다. 또한 쿤데라는 “어떠한 위대한 소설가도 역사를 벗어날 수 없지만, 형식의 동일
성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161)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일은 환멸과 차별과 인간의 갈등
에 관한 자신의 소설을 만들기 위하여 스타인벡을 다시 생각한다.
1930년대의 세상이 그리 진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보일의 교훈적인 의
도는 불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타인벡이 『분노의 포도』에서 상세히 알린 부당성들이 현 시
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공황의 산물이 아니다. 보일은 사람들의 전체 문화에
대한 편견과 학대가 오늘날의 관심임을 드러내면서 스타인벡의 “오키들”을 캘리포니아의 현재의
이주 노동자들과 비교한다. 하지만 몇몇 비평가들은 이 소설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
인정하지 않는다. 스콧 스펜서(Scott Spencer)는 “바이킹 출판사는 어떻게든 자기네 수중에 또
다른 『분노의 포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1)고 주장한다. 또한 제인 번바움(Jane Birnbaum)
은 “『또르티야 커튼』의 서평용 증정본의 뒤를 이어, 광고문은 그것을 1900년대를 위한 『분노의
포도』라고 부른다. 왜 스타인벡을 도용하는가? 『분노의 포도』는 절대 차용된 것이 아니라 비싼
댓가를 치르고 인정받은 것”(2)이라며 스타인벡의 소설은 중요도가 대단하기에 다시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두 소설에 대한 바이킹 출판사의 비교를 조롱한다. 비평가들은 『분노의 포도』가
보일이 성취하지 못하는 기준점이며, 『또르티야 커튼』은 스타인벡의 걸작의 예술적 기교와 힘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보일의 소설을 평하고 있다. 스타인벡만큼이나 작가로서 유능하
지 않다는 평이나 보일의 미학을 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평가들은 『분노의 포도』의 조드 일가
(the Joads)와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보일의 소설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보
일의 소설은 린콘 일가(the Rincons)가 철저히 파괴된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대표하여 현
재 캘리포니아의 밀입국 불법 노동자들의 삶을 비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러하다.
『분노의 포도』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조드 일가의 몰락은 식량과 일거리 그리고 자원들이 부
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황진지대의 전체 미국인들의 경험을 대변한다. 실업의
공포와 가난 그리고 굶주림의 비인간적인 삶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캘리
포니아로 이주하게 된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 보일의 소설은 역사적으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들의 이
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적절하게 이 이주민들의 서사를 다시 논의한다. 1995년 『또르티야 커
튼』의 출판이래로, 엄청난 수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왔다. 지에 종(Jie Zong)과 쟌 바탈로바
(Jeanne Batalova)에 따르면, “2013년에는 역사적으로 이민에 기반을 둔 한 나라의 최고 수준인
대략 4,130만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살았다”(1). 이들 중에 “멕시코 태생의 이주민들은 이 나
라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을 형성하며 대략 2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3). 이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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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만 명의 불법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기 때문에(대략 28%)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당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불법 이주자들의 2/3”가 사는 94개
카운티들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되었다(Zong and Batalova 13).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
며 일거리와 생계 수단을 찾고 있는 현재 불법 이주자들은 그들 이전에 왔던 오키들과 유사하다.
윌리엄 랭구제(William Langwiesche)는 현대 이주민들의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이 보다 더
안전한 땅에 이르게 되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장의 창고와 나무 조각으로 만든 판
잣집에서 살게 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어려운 삶을 꾸려 나가게 된다. 그래서 스타인벡처럼 보일
은 이 이주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폭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저항 소설을 받아들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은 스타인벡과 보일의 소설에서 계속 나타난다. 예
를 들어 “소작인들은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죠? 소작료를 더 낼 수는 없
어요. 지금도 굶다시피 하니까. 아이들은 항상 배를 곯고 있어요. 입을 옷도 없습니다. 찢어진 누
더기뿐이에요”(33)와 같은 『분노의 포도』의 많은 구절들은 유휴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오클라호마의 사람들을 묘사한다. 이후에 조드 일가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노동 조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절망감에 빠진다.
마찬가지로, 『또르티야 커튼』의 주요 구절들은 『분노의 포도』를 너무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어
그것은 거의 스타인벡이 쓴 것처럼 보인다.
이후에, 캔디도는 2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 . . 이야기는 암울했
다. . . . 일이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부에서 올라왔다. 만약 6년 전에 그들 모두
를 위한 일거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일거리에는 20명이 있어서 사장들은 그것을
알아 보수를 절반으로 깎았다. 남자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도 굶
주리고 있었다. 그들은 일, 어떤 종류의 일이건 할 것이고 사장이 주는 것을 받아 무릎
을 꿇고 그 보수에 감사할 것이다.
Later, Candido stood on the street corner with two hundred other men. . . . The talk
was grim. . . . There was no work. Too many had come up from the South, and if
there was work for them all six years ago, now there were twenty men for every job
and the bosses knew it and cut the wage by half. Men were starving. Their wives
and children were starving. They’d do anything for work, any kind of work, and
they’d take what the boss was paying and get down on their knees and thank him
for it. (Tortillia 209)

캔디도 린콘(Candido Rincon)은 그보다 앞선 조드 일가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의 매력
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캘리포니아의 “약속의 땅”에서의 기회 보장이 하나의 웃음거리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분노의 포도』에서 캘리포니아 드림은 조드 일가와 그들의 동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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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애타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가면 일자리도 있고, 추운 겨울도 없습니
다. 게다가 손만 뻗으면 오렌지를 딸 수 있죠. 그리로 가보지 그러세요?”(34)라고 말했던 지주의
대리인들에게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조드 일가가 그 꿈을 믿고 떠날 준비를 할 때, 파(Pa)는 “우
린 여기서는 고생이 많았지. 물론 거기서는 모든 게 다를 거다. 일자리도 많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작고 하얀 집들이 있고, 오렌지가 자라고”(109)라고 말하지만 풍성한 음식과 적당한 주
거지와 하루의 정직한 일거리에 대한 그 꿈의 현실은 1930년대나 현재에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
까지 거의 다르지 않다.
『또르티야 커튼』에서 캔디도와 아메리카(America Rincon) 부부는 조드 일가처럼 윤택하게 될
생활을 마음속에 그리며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다. 아메리카는 “당신은 지금 내가 망고나 아니
면 오렌지로 무얼 할지 알아요?”(28)하며 신선한 과일을 먹을 꿈을 꾼다. 캔디도는 자동차 사고
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는 그를 대신하여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
한다. 그녀는 “상추나 . . . 아마도 과일도” 딸 거라고 말하지만, 캔디도는 “상추? 과일? 여긴 베이
커즈필드(Bakersfield)가 아니야, 이곳은 L.A.라구. 여긴 과일이 없어. 목화도, 그 어느 것도 없단
말이야”(28)라고 응수한다. 또한 아메리카는 “난 저 집들 중에 산 냄새가 나는 원목으로 만들어
진, 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으며 화초를 키우거나 닭들을 기를 수 있는 조그마한 마당이 있
는 저 하얀 집을 갖고 싶어. 그걸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아냐?”(28-29)라며 말대꾸한다. 이
모습은 5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의 집을 갖고자 하는 아메리카의 꿈을 갖던 마 조드(Ma Joad)
를 연상시킨다.
『분노의 포도』는 이주민들의 여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혼란과 불확실한
상태로 끝을 맺는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타인벡의 자연적인 요소들처럼 현재의 이주민들
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일의 소설은 절망의 이미지와 황량함의 분위기로 시작
한다. 스타인벡의 작품이 조드 일가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상세히 알리고 있지만,
가뭄이나 홍수와 같이 현재 당면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요인들이 있다. 흙먼지와 비가 이주
민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듯이 혼돈된 자연은 운명론적인 힘을 갖는다. 스타인벡의 조드 일가처
럼, 보일의 린콘 일가는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야수적인 자연의 힘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
재해가 불행하게도 부당한 사회 질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돈된 자연에 대한 묘
사는 두 소설에서 사회 저항의 주제와 연관성을 보여준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은 부유
층의 손에 힘없는 하층계층을 더 굴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정적인 안정과 보장을 누
리고 있는 부유층에게 무기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일은 두 인물의 자동차 사고 이야기를 통하여 혼돈된 자연의 묘사를 현대화한다. 자연과 혼
돈은 “반대 세력의 충돌”(the collision of opposing forces)(3)로 자동차 사고를 설명하는 보일의
첫 문장에서 교차한다. 이러한 충돌이 문자 그대로 자동차의 범퍼와 사람의 몸을 나타내지만,

지속적인 문화유산과 저항: 존 스타인벡과 T. 코라게선 보일 ( 황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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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세력”이라는 구절은 두 소설에서 묘사된 좀 더 원시적인 자연의 힘의 이미지를 환기시켜
준다. 『분노의 포도』에서 이주민들은 적당한 주거지가 없기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흙먼지와
비라는 “반대 세력”에 더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보일은 “그곳에는 그저 먼지만 있을 뿐 아무것
도 없다”(nothing there but dust and more dust)(5)고 말하며 사고 현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
다. 여기서 보일은 그의 등장인물들이 마주치는 재해에 내재된 자연의 힘을 묘사한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은 자연과 혼돈의 강렬한 혼합으로 강조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얼굴이 흉하게 된 캔디
도의 모습은 『분노의 포도』의 후반 장면에서 케이시(Casy) 목사를 죽인 사람을 보복할 때의 싸
움에서 상처입은 탐 조드(Tom Joad)의 얼굴 모습과 유사하다. “그는 감각이 없는 얼굴과 코를
만져 보았다. 코뼈가 부서져 있었고, 턱에서는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그는 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387). 마찬가지로 캔디도의 자동차 사고 역시 그의 얼굴
을 흉하게 망가뜨린다. “심하게 굳어진 상처는 그의 턱에서부터 머리선, 부어 눈이 감긴 왼쪽 눈
그리고 코에 이른다”(24). 그래서 상처 입은 두 남자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 알아보는 것을 피하려고 톰은 캔디도가 매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숨어 지
낸다. 사실상, 얼굴이 훼손된 이후로 톰도 캔디도 어느 누구도 그들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없다. 마(Ma)가 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톰은 “예, . . 전 곤경에 처했어요.
일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숨어 지내야 해요”(389)라고 대답한다. 마찬가지로 보일은 “어떻든 그
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당분간이 아니야. 그는 가까스로 설 수 있지. 그러나 만약 그가 일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25)라고 캔디도에 대하여 말한다.
“썩은 과일처럼 상처입고 부어오른” 캔디도의 얼굴에 대한 보일의 설명은 톰에 대한 스타인벡
의 설명을 연상시킨다. 그레고리 마이어슨(Gregory Meyerson)은 “『또르티야 커튼』이 『분노의 포
도』에 대한 암시로 가득 차 있고, 썩은 과일과 같은 캔디도 얼굴에 대한 언급은 다른 이야기이
다. 두 소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많은 아이러니들 중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
하는 과수원이라는 공간은 국토 도시화(suburbanization)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불도저로 밀
어 버렸다”(85)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두 인물의 얼굴 상처는 강력한 시스템들이 무력한 사람들
을 파괴하는 더 큰 사회적 패턴을 암시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격하면, 이 시
스템들은 이 사람들을 불구로 만든다.
의미심장하게도 톰의 얼굴 손상이 『분노의 포도』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반면에 캔디도의 얼굴
손상은 『또르티야 커튼』의 초반부에 일어난다. 내러티브의 구조에 있어서 캔디도는 톰이 떠나는
시점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 이후에 이미 있는 많은 위험스러운 여행으로 캔디도는 절망적
인 빈곤과 배신의 세상 속에 발을 디디게 된다. 비록 톰과 캔디도가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캔디도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결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톰의 연속이다. 따라서 보일은 독자들에게 세상이 정말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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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킨다.
『분노의 포도』에서 흙먼지가 생태학적 위기를 상징하는 반면에, 『또르티야 커튼』에서의 흙먼지
는 한계생존(subsistence living) 즉, 가장자리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일은 스타인벡의 흙먼
지의 이미지를 그의 소설 전체에 걸쳐 비극적인 장면에 끼워 넣는다. 예를 들어 캔디도의 부인
아메리카가 협곡에서 강간당할 때, 그녀를 범한 사람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 “캔디도와 충돌한
자동차처럼 그녀가 저항할 수 없는 힘”(141)을 그녀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녀를 땅으로 끌어당겨
“어떤 미친 제빵사가 오솔길에 흩뿌려놓은 밀가루와 같은 흙먼지”(141) 속에 넘어뜨린다. 강간
장면이 전개되면서, 흙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이 있다. 아메리카의 폭행범은 “그녀의 얼굴을
밀가루 같은 흙먼지” 속에 억지로 밀어 넣고 얼굴을 땅바닥에 내려놓자 그녀는 “그 흙먼지”를 들
어 마신다(141). 그 다음에 보일은 다른 종류의 “흙먼지 지대”를 만든다. 비록 아메리카의 고통
이 경제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그녀 개인의 “흙먼지 지대”는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
보일은 이주민들의 엄청나게 파괴적인 비극과 백인 등장인물들의 생활 속에 단지 불편한 사건
을 대조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러티브 안에서 평행선을 그린다. 예를 들어 보일은 아메리카의 강간
사건을 백인 등장인물의 자동차 절도와 연결시킨다. 두 명의 남자가 아메리카를 강간하고 그녀의
옷을 찢어 벌거벗겨진 채로 쓰레기더미에 내버린 직후, 보일은 그의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백
인 등장인물의 반응을 묘사한다. “그는 강간당하고 빼앗김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눈 하
나 깜박이지 않았다”(146). 더욱이 그 인물은 이 사건의 결과로 그의 삶을 잠식하는 “무능함과
무력감”(the sense of futility and powerlessness)(146)을 겪는다. 마이어슨은 강간과 차량 탈취간
의 보일의 아이러니한 비교에 대해 “이러한 대조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과 치명적인 것의 구분
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된 것”(74)이라고 말한다.
만약 아메리카가 그녀의 소리 없는 고통과 인내 안에서 마 조드를 암시하는 것 같다면, 그녀
는 또한 로즈 샤론(Rose of Sharon)을 연상하게 하는 인물로 보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
로운 삶을 기대하는 여자인 아메리카와 로즈 샤론는 모두 임신 중이었다. 이런 이유로 두 여자
는 가능한 변화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일은 “그녀가 아메리카이고, 미래의 희망이
고, 그의 부인이며 그의 사랑이고, 그녀의 내면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지금도 형체를 갖
추고 있는 아들, 그의 첫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24)이라고 말한다. 비록 이 여자들이 그들의
임신으로 귀감이 된 것처럼 신비스러운 여성의 지식과 통찰력을 부여받고 있다 하더라도, 굶주
림은 항상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들의 부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한다. 그러므로 희망과 새로운 삶을 위한 전통적인 상징으로써 임신
은 남자들이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신뢰할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으로 대체된다.
아메리카와 로즈 샤론의 아기들이 홍수기간 동안에 비극적으로 죽게 됨에 따라 보일의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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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스타인벡의 작품과 나란히 한다. 스타인벡처럼, 보일은 정화와 세례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속죄로서 물의 상징에 의문을 갖는다. 등장인물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비는 『분노의
포도』와 『또르티야 커튼』의 두 결말 부분에서 홍수가 된다. 가족들의 집들과 자동차 그리고 일거
리가 완전히 물로 파괴됨에 따라 그들의 미래 세대들도 또한 그렇게 파괴된다. 이 두 소설에서
아기들은 죽는다. “신문지 위에 퍼렇고 쭈글쭈글한 작은 미라 같은”(a blue shriveled little
mummy)(444) 정말 살아있지 않고, 성별도 알 수도 없고, 이름도 붙이지 않은 로즈 샤론의 아기
는 사산된다. 삼촌 존(Uncle John)이 아기를 묻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그는 아기를 땅에 묻는
대신에 임시로 만든 관인 사과상자 안에 아기를 넣은 다음에 마구 쏟아내는 물줄기에 떨어뜨린
다. 하지만 그는 시체에 목적을 부여한다.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라. 거리로 흘러가서 거기서 썩
어 사람들이 알게 해. 그게 네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야. . . . 이제 가거라. 거리로. 그러면 그 사
람들도 뭔가 깨닫게 될지 모르지”(447).
『또르티야 커튼』의 끝부분에서 보일은 공허함과 유사한 말을 한다. 비록 아메리카의 아기가 살
아있는 채 태어났지만, 강간의 결과로 아기는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다. 아이러니컬하게 아기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원조”나 “도움”을 의미하는 소코로(Socorro)이다. 소코로는 그녀의 가정을 파
괴한 끔찍한 장마 때문에 죽게 된다. 캔디도는 “아메리카와 아기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는
가느다란 애절한 저음으로 올라오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뿌리 채 뽑힌 나무들
의 소리와 나무 아래에서 흔들리는 바위의 악몽 같은 소리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
다”(353)고 참혹한 장면을 설명하며 아기의 죽음을 한탄한다.
두 소설 모두 익사한 아기들로 이야기가 끝나며 보일은 자신과 스타인벡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의 상징이 사라졌을 때, 그 메시지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마이어슨은 『또르티야 커튼』에서 “삼촌 존이 로즈 샤론의 죽은 아기를 강에 풀어놓는 것과 특히
그의 분노한 말을 환기시키는 강에서 아기의 익사는 누가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해준다”(90)고 주장한다. 이것은 여성의 육아능력과 모성애가 역경을 극복할 만큼 다소
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음식도 없고 일도 없고 품위가 없다면, 미래 세대는 고통 받고 멸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저항 소설의 필요성은 1995년에 살고 있는 보일에게는 1939년에 살았
던 스타인벡만큼이나 절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의 결말은 구원의 섬광을 제공한다.
『분노의 포도』에서 로즈 샤론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로 찾았던 헛간에서 사산으로 부어
오른 자신의 젖가슴을 허락하여 굶어 죽어가는 남자를 살린다(455). 절실한 필요와 비참한 미래
의 전망 속에서 이 장면에는 일종의 환희가 있다. 같은 방식으로 보일의 캔디도는 『또르티야 커
튼』의 마지막 대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다.
소코로의 죽음을 알게 된 지 얼마 후에, 캔디도는 자신의 비참함을 많이 부추겼던 물에 빠진
딜레이니 모스배처(Delaney Mossbacher)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캔디도가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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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의 소용돌이 밖으로 밀려 올라온 하얀 얼굴과 기와를 잡고 있는 하얀 손”(355)을 보았을 때,
그는 물 밖으로 그를 끄집어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캔디도가 복수하는
사람이기 보다 구조자가 됨에 따라, 이 장면에는 승리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은 구원
하는 순간을 아이러니컬한 전개로 복잡하게 만든다. 샤론 로즈가 자신의 가슴을 낯선 이에게 제
공하는 반면에, 캔디도는 적으로 알고 있는 딜레이니에게 생명선을 제공한다. 캐시 냅(Kathy
Knapp)은 “두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사실 딜레이니가 캔디
도를 ‘그들 중 한명’으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두 남자는 기묘하게 친밀해졌으며, 평행한 충돌
과정에서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132)고 믿는다. 스타인벡과 보일의 두 소설
이 맹렬한 속도로 비극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의 구속의 결말은 매우 중요하다. 샤론 로
즈와 캔디도 둘 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고 그들 아기의 죽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모두는 회복력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비극적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타인
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은 다
시 생각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132)고 본다.
이러한 구원의 주제는 많은 사회 저항 소설들의 중심적인 특징이다. 호워드 진(Howard Zinn)
은 “저항문학은 독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517)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시인인 E. 에셀버트 밀러(E. Ethelbert Miller)는 “권력이 사회로 이동할 때, 도전적인 말은 항상
나오게 마련이지만 왜 우리는 사랑과 비폭력 또는 평화를 위해 싸우는가? 아마도 이것은 모순일
지도 모른다. 사랑은 언제나 증오와의 전쟁 중에 있다”(101)고 말한다. 그러므로 조드 일가와 린
콘 일가가 여전히 빈곤과 고통 속에 빠져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져라”라는 진의 명령어조는 두
서사의 마지막 말을 구성한다.

III. 모스배처 일가의 과장된 특권
사회 저항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대다수 사람들의 굴욕과 압박에 대한 묘사에 있다. 예를 들
어, 스타인벡의 조드 일가 이야기는 폭력적인 경찰, 지역 주민들, 고용주 및 토지 소유자들에 의
해 동원된 이주민 강탈의 배경을 묘사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냉정한 사회의 전통적인 맥락에서,
보일은 백인의 특권과 대비되는 린콘 일가의 역경을 묘사한다. 딜레이니와 그의 부인 키라 모스
배처(Kyra Mossbacher)는 캔디도와 아메리카에게 대응 관계에 있는 백인들이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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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 말
사회저항 소설들은 폭넓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타인벡과 보일 모두는 부정적인 반
응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자신의 저작권 대리인 엘리자베스 오티스(Elizabeth Otis)에게 보낸 편
지에서, 스타인벡은 “이것은 인기 있는 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은 양의 출판을
하는 것 말고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손해일 것이며 만약 더 많은 주문이 있다면 더 많이 출판
할 것”(SLL 161-162)이라고 썼다. 같은 달에 그는 “파시스트 군중은 이 책이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 책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것이며, 그들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그 책을 보려고 할 것이다”(SLL
163)고 코비치(Covici)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의 소설이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에 실수가 있
었지만, 스타인벡은 수많은 부정적인 평판을 받았다. 피터 먼로 잭(Peter Monro Jack)은 “캘리포
니아 사람들은 이 격렬한 소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2)고 경고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었다. 잭슨 J. 벤슨(Jackson J. Benson)은 특히 농민연합(the Associated Farmers)으로부터
“많은 욕과 많은 히스테리성의 말들과 유언비어들이 있었다”(420)고 말한다. 수잔 실링로우
(Susan Shillinglaw)의 그의 저서에서 “개인주의와 자립에 대한 집단주의의 소설의 시각을 매도
하는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탐색하며, 이렇게 흠잡은 사람들은 “톰 조드의 이상주의를 매우 불편
해했다”(195)고 설명한다.
스타인벡처럼, 보일도 또한 『또르티야 커튼』의 출판 이후에 불만을 품은 독자층을 예측했다.
“나는 내가 너무 멕시코 인들에게 동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파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을 것이
다. 나는 또한 그 소설이 진보적인 요소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단지 내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권리박탈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
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보일은 “톨스토이는 어떤 소작농들을 알았지만, 그 자신은
소작농이 아니었다”(B25)고 말하며 이러한 불평들을 빠르고 냉소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그의 작
품이 그의 초기 작품들에 비해 위트와 블랙 코미디가 결여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일은
“자신의 인종차별주의를 비웃는 것은 조금 더 어렵다”(Lappin 16)고 항변한다.
사회저항 소설의 최종적인 속성은 그것의 애매모호하고 미해결의 결론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부족함이 있기에, 『분노의 포도』와 『또르티야 커튼』의 결말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젖을 물리는 로즈 샤론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캔디도의 적극적인 행위도 이 인물들의 삶에 있어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드러나지 않
는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의 불만을 예상하며 스타인벡은 코비치에게 “나는 그 책들이 강
하고 심도 있는 클라이맥스를 이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암시를 예외로 하지 않고 독자는 그것
에 암시를 가져와야 한다. 내가 독자들을 현실에 참여하게끔 노력하는 내내, 그가 그것에서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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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완전히 자신의 깊이나 공허감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SLL 167)고 편지를 썼다. 보일은 “다
음에 무엇이 일어나지? 5분 뒤에는? 일주일 후에는? 세련된 작품은 작품을 보기 좋게 펼쳐놓는
대신에 독자에게 개방되어있다”(“One Book, One City”)고 질문하며 그의 독자들에게 비슷한 책
임을 묻는다.
스타인벡의 모호한 결말을 반영하면서, 보일은 자신의 사회 저항 의식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결말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길
을 잃고 있고 땅은 아직도 홍수로 범람하고 있으며 여전히 식량이 없다. 그들을 향한 증오는 잔
인하고 현실적이다.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쉬운
답변들도, 잘 정돈된 결론들도 없다. 유일한 구원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이 놓인 것 같다.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책임은 바로 독자들의 손에 놓여진다. 각각 자신의 시대에 스타인벡과
보일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호소로서 사회저항 소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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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룰의 『수난극』에 나타난 메타드라마의 자기 반영 미학
우 현 선
(경북대학교)

Ⅰ. 서 론
사라 룰(Sarah Ruhl)의 『수난극』(Passion Play, 2010)은 여타의 작품들처럼 가볍고 시적인 대
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토대로 인간 본연의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전착하
는 그녀만의 극작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세 연대기를 파트별로 나
누면서 개별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뿐 아니라 통합적으로도 서로 연결되는 거대한 서사극
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이 극은 종교와 정치라는 거대서사에 연루된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언
어적, 종교적 상징들을 활용하여 극대화한 포스트모던 극이다.
흔히 메타드라마는 연극이라는 매체 자체를 탐구하는 “연극에 관한 연극”을 지칭한다. 메타드
라마의 특징1)은 자기 반영 혹은 자기 성찰(self-reflexivity), 자기 지시(self-referentiality), 자의식
(self-consciousness) 등으로 환언될 수 있다. 메타드라마의 특징인 자기 반영성2)은 “그 행위나 상
태 자체로 회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특히 『수난극』의 파트들 간의 반복적이고 통합적인 구조
는 거울의 반추과정과 유사한 미장아빔(mise-en-abyme)식 구성이다. 미장아빔은 거울의 중층적
인 반영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작가의 자의식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내적인 자기 반영의 한 기
법이다. 또한 『수난극』은 자기 반영의 회귀성을 바탕으로 배우들의 존재론적 성찰을 유도하고 관
객들의 이중적 의식의 통합까지 이끌어낸다. 즉 『수난극』의 관객들은 수동적 객체의 위치에서 벗
어나 메타드라마의 자기 반영성이 제시하는 재현의 정치성과 삶의 진정성 문제를 고찰할 기회를
가진다. 요컨대 메타드라마의 자기 반영 미학은 관객들에게 연극과 삶의 변증법적 관계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철학적 사유의 수단이자 적절한 작품 분석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난극』의 미장아빔식 구성으로 인한 반복성을 바탕으로 세 연대기에 걸쳐
져 중복되는 극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반복의 틈새에서 드러난 상이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패러다임간의 모순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를 통하여 시대적 이데올로기
1) 메타드라마의 특성은 파트리샤 워(Patricia Waugh)가 정의한 메타픽션(metafiction)의 특징과도 중첩된
다. 즉 언어의 재현에 관한 불신, 언어와 창작 행위에 관한 작가의 자의식, 허구와 실재 관계의 불안정
성, 패러디와 유희기법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2) 특히 자기 반영성의 적용은 그 영역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논리적 의미로는 용어와 그 자체 사이의 관
계를 의미하고 언어적 의미로는 자기지시적인 재언급을 뜻한다(Popoveniuc 205). 철학적 영역으로 확대
시킨 자기 반영성은 단순한 지시적 의미를 벗어나 점검하는 과정을 내포하는 자기 생성적이고 변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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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배우들의 역할과 자아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을 유발시킨 시대상과 재부각되는 작가의
자의식도 탐색해본다.

Ⅱ. 자기 반영적 미장아빔의 정치성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유사한 내용의 내부극이 외부극과의 상호작용으로 파트별로
변환되면서 반복과 차이의 양상을 순환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대상물을 두고 서로 다른 거
울이 반추되어 보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 형상들이 달라지는 거울반영의 구조를 닮아있다. 흔히
미장아빔은 ‘중국식 상자 구조’,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일컬어지며 무한삽입의 중층적 심연화
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히 문학에서 미장아빔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하위 텍스트들로 거울처럼
무한히 반영되는 중복과 반복의 서사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달렌바흐(Lucien Dällenbach)는 미장아빔의 형태를 다섯 가지3)로 분류하고 있는데, 룰의 『수
난극』은 이 다섯 가지 유형을 조금씩 차용하고 있다. 특히 4번 항목은 세 파트들의 가장 공통적
인 부분이다. 각 파트마다 중심인물은 다르지만, 극은 동정녀 마리아(Virgin Mary), 예수(Jesus),
빌라도(Pontius Pilate),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 동네 바보(Village Idiot) 등 11 여명의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름만 바뀌는 자신의 배역을 파트 3까지 중복하여 연기하
게 된다. 배우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파트별 중심 플롯도 유사성을 가진다. 파트 1의 메리
(Mary1)와 존(John),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는 파트 3에서 사촌관계인 존과 빌라도가
형제관계로 바뀐 경우만 제외하고는 유사한 구도로 중복된다. 파트 1과 파트 3의 인물설정이 유
사하다면, 파트 2와 파트 3은 근접한 거울에 맺힌 상이 이어지듯이 시대를 초월한 연계성이 두
드러진다.
무엇보다 미장아빔의 중복적 재현의 주된 기능은 반복으로 인한 주제의 부각이다. 룰이 작품
전체에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은 “반유대주의”(anti-semitism)에 대한 반향을 일으킨 예수
가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재판장면이다. 특히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물로 손을 씻는 장면은 전체 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치적 이슈로까지 파급된 역사적
장면은 사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목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룰의 도덕적 판단은 파트 1의 빌라도의 자살 장면에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사실성이 검증
되지 않았고 실제 수난극에도 등장하지 않는 빌라도의 자살은 자신에 대한 질책의 대가를 스스
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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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이야기와 삽입된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유사한 경우
등장인물과 작가가 유사한 경우
삽입된 이야기와 이를 둘러싼 이야기가 유사한 경우
유사성을 나타내는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의 배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둘러싼 이야기에서 사용된 상징적 표현들이 삽입된 이야기 속에서 되풀이되는 경우 (65)
2018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로 책임지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태도를 반영한 작가만의 결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책
임면피 행위는 파트마다 등장하는 정치가들의 가식적인 도덕성에 반추되어 극의 강조와 비판의
효과를 자아낸다.
『수난극』의 미장아빔을 통한 재현의 재현은 심연의 심연을 거듭하게 되어 거울의 방향을 내면
으로 향하게 하는 자기 반영의 원리이다. 무엇보다 미장아빔은 재현의 자기 비판과 자기 확신을
양산한다(Roberts 38) 다시 말해 심연의 중층화로 인한 자기 반영성이 자신에게로 회귀되어 강
조의 효과와 비판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허천(Linda Hutcheon)이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재현 양식의 이중적 정치성과 맥을 같이 한다. 허천은 재현에 관한 연구가 모방적인
반영이나 주관적인 투영이라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자신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자신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가는지에 관한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The Politics
7). 특히 메타드라마의 관객들은 내부극이 만들어지는 허구의 세계와 외부극에 존재하는 또 다른
허구의 세계의 상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화적 패러다임의 모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저에 깔린 코드의 실체에 의문을 품게 됨으로써 전복의 가능성을 가진다. 허천이 주장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반영성도 문화적 재현과 그 재현이 함축하는 정치적 의미를 탈규범
화하고 탈자연화하여(The Politics 3) 모순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미장아빔의 자기 반영
성의 정치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성이 교합되는 부분이다.
『수난극』의 정치성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이성을 구축해나가는 미장아빔의 형식에서 출발한
다. 거울에 반사된 서로 다른 형상들은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그러한 차이를
만든 맥락을 전경화 시킨다. 이는 텍스트간의 대조, 대비를 통해 대상물 즉 하이포텍스트
(hypo-text)를 유희적으로 풍자하려는 패러디기법과 유사하다. 『수난극』에서 미장아빔의 반복과
차이를 통해 룰이 전경화 하려던 맥락과 풍자하려던 대상은 무엇일까? 룰은 서문에서, 지도자들
이 어떻게 자신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오용하고 제정하는지,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연
극적인 아이콘으로 변신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힌다(xi). 파트 1의 엘리자베스 1세
(Queen Elizabeth), 파트 2의 히틀러(Hitler), 파트 3의 레이건(Ronald Reagan)은 각자 그 시대
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이다. 그들은 실제 수난극이 공연되는 초반에 연극의 상연을 정지시키며 등
장한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리더쉽 자체를 극화시키고 연극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배우들처럼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그들의 인위적인 모습은 가상과 실제 사이에서 정
체성의 혼란을 겪는 극중 배우들의 주체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수난극을 이용하는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트 1의 1575년 영국은 중세와 르네상스 사이의 사실상 무정부상태의 기
간(ⅸ)이고 기독교사상이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시대이다. 주체적 인간의
형상이 등장하는 르네상스 전단계인 이 시대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시기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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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은 스스로 종교적 재현의 주인공이 되고자 두꺼운 화장을 한 배우가 되어 백성들 앞에 신
비주의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파트 2의 배경인 1934년은 히틀러의 “제 3 제국”(Third Reich,
1933-1945)의 초입단계이다. 파트 3의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달리 히틀러는 대중 연설과 연극을
사랑한다고 밝히는데, 이처럼 그는 연극매체의 가치와 관객의 수용능력을 알고 있었고 연설만으
로도 대중을 조정할 줄 아는 잘못된 메시아 역을 자처한 지도자였다. 1969년부터 레이건 정부시
대까지를 묘사한 파트 3은 전시대와는 달리 특정 이데올로기가 부재한 현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룰은 부분적으로 비추던 거울상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키며 마지막 파트에서 정치에 관한 풍자
를 집대성시킨다. 룰은 2004년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의 재임 선거 직전에 이 파트를 완
성하였다. 그녀는 부시의 이라크전쟁 참전군의 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사상자수도 정확히 측
정하지 않는 모습 등(Al-Shamma 139)을 비난하기 위해 현시대 대신 과거시대를 조망하는 브레
히트의 “역사화”(historicization)기법을 차용한다. 레이건은 수난극 공연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다
가오는 아마겟돈에서 국민을 구원해 줄 국가의 목사임을 자칭한다(228). 그러나 레이건의 배우
경력이 입증하듯이, 그는 야구장에 없어도 야구해설을 실감나게 진행하고 참전경험 없이 전쟁영
화에만 출연했던 진정성이 결핍된 인물이다.
결국 『수난극』의 미장아빔식 구성은 자기 반영성의 작용으로 시대적 이데올로기라는 기표 아
래 작동하는 재현의 정치성을 들춰낸다. 그렇게 재현의 정치성으로 표명된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은 미장아빔의 형식을 빌려 전경화 된다. 그리고 극의 전경화는 『수난극』의 시대적 패러다임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상이성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혼란에도 아랑곳 않고 권력을
위해 종교극을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가들의 모습과 전쟁의 참상과 역기능이다. 이처럼 룰은 자
기 반영적 미장아빔의 반복성과 상이성을 통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는 인위적인 이데올
로기의 모순을 인물들의 비극적 결말로 제시하고 있다.

Ⅲ. 자기 성찰적 배우 존재론
룰이 『수난극』을 쓰게 된 동기는 진정한 정체성과 공연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선상에 있는 실
제 배우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극중 배우들의 역할과 자아 사이의 갈등의 근본적
인 원인은 성경인물의 사실적 재현에 있다. 파트 1의 메리1은 동정녀 마리아의 외모를 닮았지만
배역과는 상반되게 실제로는 외로움을 호소하며 밤에 이성을 찾아다니는 인물이다. 그러나 마리
아 역은 곧 마리아와 동일시되던 사회적 인식 하에서, 메리1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죽음에 이
를 때까지 숨겨야했다. 마찬가지로 파트 2의 에릭도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 예수 역을 맡았지만
실제로 그는 동성애자이고 역할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다. 당시 배우들과
관객들에게 수난극은 곧 로고스였기 때문에, 배우들은 역할과 실제 자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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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배역에 동화되어야만 했다.
러시아의 연극이론가인 스타니슬랍스키(Konstantin Stanislavskii)는 배우의 자아는 공연의 기
본이고, 그 자아는 연기하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Alexander 66). 리허설 과정에서
의 “마치 내가 나 이외의 어떤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me behaving as if I am someone else,
36) 배우들의 “이중적인 의식”(double consciousness, 36)은 환영과 실제의 문제를 다루는 메타드
라마의 이중성과도 접점이다. 즉 배우들의 이중적 의식과정은 “내가 아닌”(not me) 하지만 “내가
아닌 것도 아닌”(not not me)이라는 실제와 가상 사이의 변환의 영역이자 리미널리티(liminality)
의 영역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 부정은 공연자가 환상의 작동으로 인해 공연자 자신도 되지 못하
고 실제의 작동으로 공연자 자신이 아닌 것도 아닌(Schechner 110-11) 중간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수난극』의 배우들은 실제의 자아와 배우인 자아 사이의 전이영역에서 자신과 역할이 분리될
수도 고정될 수도 없는 부조화와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가정법적 상황에서 역할과 거리
두기를 행하는 브레히트식 배우들의 역할 형성 과정을 설명해준다. 가정법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수난극』 배우들의 시도는 주로 파트 3에서 이뤄진다. 이전 파트들의 배우들이 특별한 연기
법 없이 오로지 감정이입과 영감에 의존했다면 현대의 배우들은 자신만의 주체적인 연기관을 피
력하고 역할 수정을 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취한다. 특히 J는 배역의 정서와 감정에 동화되어
자연스럽고 진실한 무대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연기관으로 삼은 전문 배우이다. 그러나 그
의 형인 P는 브레히트식 배우가 인물을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의 전형을 제시한다. 파트 3에서
빌라도를 연기하던 P는 베트남전에서 어린 소녀의 죽음을 목격한 뒤 빌라도 역할에 회의를 느낀
다. 폭격을 당한 민간인 마을을 구조하러간 P는 딸의 또래인 어린소녀의 두개골이 사라진 머리
를 손에 쥐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을을 폭격한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군들이었고 그렇게 소녀
의 피를 두 손에 묻힌 채로 보름정도 손을 씻지 못하게 된다. 이후 수난극에 복귀한 P는 빌라도
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물로 손을 씻는 장면에서, 손을 씻지 못했던 트라우
마를 재현하게 되고 역할에 대한 회의와 신앙심의 상실마저 겪게 된다. P는 가정법적인 “내가
아닌”의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악인이자 폭군이었던 빌라도의 면책 행위에 모순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P를 벌주기로 한다. P는 역할과의 동일화보다는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 빌라도의 부당
함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 브레히트는 배우들이 가정법적 영역의
모순의 해결책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배우의 대안적 연기는 여타의
가능성들까지 추론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Brecht 137)고 말한다. P가 선택한 대안은 대본에 없
는 예수의 죽음을 책임지겠다(202)는 대사의 수정이다.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이와 같은 P의 대
안은 성경을 절대적 로고스로 믿는 인물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역사적 구성물이자 허구적 재현으
로서의 성경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만든다. P의 대안적 모색은 그가 취하지 않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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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까지 보유하게 만들면서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를 실행시킨 셈이다. 이
와 같은 절차에 관한 기술적 용어가 브레히트의 “not . . . but”이다.
브레히트가 제시한 배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비롯된 역할의 게스투스적 제
시와 역할의 동일화로 인한 사실주의적 감성의 토대 사이에서 변증법적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거리두기와 동일화의 변증법 내에서의 통합(Barker 28)은 자기 반영 미학의 철학적 근거인 헤겔
의 변증법적 사유와 연결된다. 헤겔의 반성개념은 자의식의 자기관계성을 토대로 하고 그 부정성
을 성립 조건으로 삼는다. 자의식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타자와의 부정적인 통일을 구조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립구조의 통일성을 반성의 과정으로 본다. 요컨대 인간의 자의식은 자신
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타자가 되고, 다시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의식의 부정운동을 통하
여 통일을 이루려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활동적인 것이다. 이 개념을 부정변증법에 연관 지으면,
배우들은 역할의 가정법적인 상황, 즉 “not me”의 상황에서 자의식을 객체화시켜 스스로를 반성
할 계기를 가진다. 그러나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도 아닌 “not not me”의 상태인 본래 자
신으로 복귀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화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트 1의 메리1은 선망의 대상인 마리아역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무시하고 끝
까지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의 이미지를 고수하기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메리1은
자아의 가치를 배역보다 격하시킴으로써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한 상태로 회귀한 것이
다. 파트 2의 에릭은 원치 않던 예수 역을 맡게 되면서 자아와 역할과의 괴리를 실감하고 시대
에 부응하여 나치 군으로 전향한다. 에릭은 이전에 예수 역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보다
유다 역으로 미움을 받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이라도 된 것처럼, 그
는 그 시대의 유다 역인 나치 군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성찰의 예를 가장 극명
하게 보여주는 경우는 파트 3의 P이다. P는 베트남전을 겪은 후 빌라도 역의 모순점을 발견하
고 대사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그는 역할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신앙
심마저 잃어버린다. 그의 객체화된 자의식 발현은 빌라도 역에서 전쟁 트라우마를 재현하면서
이고 역할의 모순점에서 종교와 사회의 아이러니까지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몇 년간의 방황
후 회귀한 그의 자의식은 극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제시되고 이는 룰의 작품관과도 상응한다.
그의 신앙심의 회복은 왜곡된 물고기의 형상이 본래 이미지로 회귀한 것으로 증명된다. 파트 1
의 빌라도의 죽은 몸에서 쏟아져 나왔던 구부러지고 뒤틀렸던 물고기 떼의 형상은 크고 아름다
운 물고기 인형으로 탈바꿈해있다. 바람을 모으고 통제하던 P는 드디어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
여 악한인 빌라도가 아닌 예수의 형상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재림하듯이 하늘로 승천한다. P의
복귀된 자의식은 신앙심의 회복으로 종결되고 이는 룰이 현대 미국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치관
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수난극』의 배우들은 무대의 가정법적인 상황에서 자의식을 객체화시켜 자기비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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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가지게 되고 본래 자신으로 복귀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화된 자아상을 확립한다.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점층적 시대구조의 종결점인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는 현대인과 닮아있는 배우들
의 모습을 발견하고 작가의 자의식의 종착점도 발견하게 된다. 룰이 수난극의 역사와 전통을 빌
어 제시한 것은 현대의 분열된 사회와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 단합된 믿음과 헌신
이고, 그것은 수난극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Ⅳ. 결 론
자기 반영 미학의 성찰과 반성은 연극매체 자체에만 한정될 뿐 아니라 극작가와 극의 인물에
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 룰의 자의식은 극작과정의 반성보다는 종교와 정치에 관련된 시대상
의 풍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녀가 바라본 종교는 점점 더 분열을 야기 시키고 정치까지 형성
시키는 것이다(Wren 2). 그녀는 연극을 통해 관객들이 종교와 정치 이슈를 거리끼는 어색한 순
간을 타파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임을 설파한다. 룰은 관객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
할을 맡고 있더라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봐야 하며 더불어 배우들조차도 감성과
아이러니를 동시에 지녀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난극』 배우들은 유동적인 포스트모던적 정체
성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인간 의식의 순환성을 동시에 선보인다. 그들은 무대라는 가상적 상황
에 자신을 투영하여 역할과 사회의 관계를 모색하고 그 사이의 간격과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과정은 배우들 개인에게 연극에서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그
에 따른 삶의 변화까지 가져다준다. 이처럼 자기 반영의 회귀성은 인간 개인이 총체적인 존재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예술 제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창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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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읽은 로라*4)
손 홍 일
(대구대학교)

I. 서 론
아토 퀘이슨(Ato Quayson)이 『미학적 불안감』(Aesthetic Nervousness; 원본 2007, 번역 2016)에
서 장애를 지닌 인물 자체에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베케트
가 제시하는 손상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너무도 눈에 띄어 무시하기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베케트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런 손상된 인물들이 장애 인물로 읽
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79).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장애도 젠더와 인종처럼 문학적 재현의
굴절에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의 존재
가 어떻게 미적 생산과 감상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관념을 바꾸도록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은 제
기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의 주장에 공감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
다(11).
가장 최근에는 정신적 장애의 문학적 재현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사실 오랫동안 다양한 유
형의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인물들이 문학적 지형을 장식해왔다. 하지만 빈번한 문학적 재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의 원인을 마크 오스틴(Mark Osteen)은 정신적 장애를 불편하게 느끼면서
가능한 멀리하려는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가 문학 연구 영역으로도 연장된 현실에서 찾았다(3).
최근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대표적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의 극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그의 첫 번째 브로드웨이 공연작인 『유리 동물원』(The Glass Menagerie,
1945)에 지체 장애(로 포장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로라 윙필드(Laura Wingfield)가 등장
하고, 두 번째 브로드웨이 공연작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1947)에
는 정신 병원으로 끌려가는 블랑슈 뒤부아(Blanche DuBois)가 등장하며, 『지난 여름 갑자기』
(Suddenly Last Summer, 1958)에는 정신 장애인 수용소에 갇혀 전두엽 절제 수술을 강요받는 캐
서린 홀리(Catharine Holly)가 등장한다.
“장애학적 시각에서 미국 연극사에 있어서의 정전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본 발표는 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완성된 논문의 일부로서 feedback을 받기 위해 발표하는 것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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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앤 폭스(Ann M. Fox)가 주장한 것처럼(“But, Mother,” 247), 미국 연극 정전의 대표적 텍스
트라 할 수 있는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을 이 텍스트가 재현해낸 정신적 장애 인물인 로라에
집중하면서 다시 읽어 보려는 시도는 필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II. 가족 해체의 원흉 로라
미국 연극계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로라는 경제대공황의 그림자가 짙
게 드리워진 1930년대를 배경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싸구려 아파트 속에서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윙필드(Wingfield) 가족을 그려내는 『유리 동물원』에서 딸로 등장한다. 로라는 한쪽 다리가 짧고
힘이 없어 보정 장치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 형상으로 재현된다. 『유리 동물원』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여 로라를 완전히 현실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짐(Jim)은 로라에게 “다르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친다(Williams, GM, 83). 그러나 『유리 동물원』은 바로
그런 다름이 로라의 삶을 철저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그려낸다. 로라는 “천둥소리”를 내는 보정
장치를 해야만 하는 자신의 신체적 다름을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에 압도당해 “저
는 불구예요”를 되뇌며 사는 인물로 제시되는 것이다(Williams, GM, 73 and 25).
한 가지 특이 한 사실은 작가 윌리엄스 본인이 등장인물 소개에서 로라의 신체적 “결함은 무
대에서 암시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Williams, GM, 7). 달리 표현하자면,
무대에서 로라의 지체 장애가 너무 두드러지게 제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로라의 신체적 장
애가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기표로 사용되었다는 클레이 모턴(Clay Morton)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윌리엄스가 어려서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의 누나 로즈(Rose)가 로라의 모델이
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전기적 사실이다. 라일 레브리치(Lyle Leverich)가 쓴 전기 『톰: 알려지
지 않은 테네시 윌리엄스』(Tom: The Unknown Tennessee Williams, 1995)가 상세히 밝히고 있듯
이, 로즈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윌리엄스가 『유리동물원』을 쓰기 시작하기 약 3
개월 전에 전전두엽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어 나머지 생을 정신 병원에서 보내
야만 했다. 이 의술적 실패에 윌리엄스는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평생을 보냈다.
모턴은 로즈의 장애가 조현병이었다는 옛 진단 그리고 이후 이어진 이 진단에 근거한 논의들
을 반박하면서 로즈의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모턴은 로즈를 모델
로 한 『유리 동물원』의 로라도 “가장 분명하게 자폐적 장애”(most clearly autistic)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원본에 쪽수 표기 없음). 로라의 신체적 장애가 그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리키
면서 동시에 복잡하게 만드는 “표면상의 그리고 가시적인 기호”이고 그녀의 불편한 다리를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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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동시에 “천둥소리”를 내는 보정 장치는 그녀의 정신적 장애를 보여주는 “인상주의적 이
미지”(impressionistic image)이라는 것이다(원본에 쪽수 표기 없음).
모턴의 이 같은 주장은 대단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프레더릭 얼스타인(Frederick Earlstein)
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2017)와 같은 의학적 소개서에 의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능과 언어 발달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지만, 행동 양상
은 사회생활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폐 스펙트럼 장
애를 가진 사람은 소수의 특정한 대상에만 관심을 보이며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고, 인간관계가
서툴러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변화를 싫어해서 거의 한 곳에 고립된 생활을 고집
한다. 이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행동적 특징들을 로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로
라의 어머니 아만다(Amanda)는 딸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네 누나[로라]를 직업 학교에 보냈는데 비참한 실패였어! 놀래서 위에 탈이 난거야. 그래
누나를 교회 청년회에 데려갔지. 또 한 번의 대실패. 네 누나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
고, 아무도 누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야. 이제 유리 조각들 가지고 놀거나 낡은 음반
트는 게 네 누나가 하는 일의 전부야. (Williams, GM, 40-41)

동생 톰(Tom)도 이 같은 로라의 생활을 확인 해준다: “누나는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집 밖의 사람들에게 누나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
다”(Williams, GM, 50). 로라는 “몸이 마비될 정도의 수줍음” 때문에 일상적인 대인 관계가 불
가능하며, 낯선 환경을 극도로 싫어해 아만다의 강요에 의해 가게 된 직업 학교에서는 시험이 주
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토하고 뛰쳐나와 영화관이나 온실을 전전하였으며, 친구 사귀러 간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홀로 떨어져 있는다(Williams, GM, 70). 나아가 로라는 사회와 단절된 생
활 속에서 유리로 만든 동물과 아버지가 남기고 떠난 음반에 집착하고, 고등학교에서 만난, 그
당시 사귀는 여자가 있던 남자 짐에게 집착하는 삶을 이어가다 결국 그에 의해 함몰되고 마는
인물로 제시된다.
사실 신체적 장애를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기표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목격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관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제시되는 장애 인물 로라가 철저하게 타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리 동
물원』에서 로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울로 상징되는) 현실 세계에서 생존키 어려운 극도로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존재로 확대 제시된다. 극 초반부에
서 로라는 “기모노 만드는데 사용하는 부드러운 자주색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우아한 아이보리
색깔의 의자”에 앉아 있다(Williams, GM, 20). 짐이 그녀에게 붙여준 별명 ‘푸른 장미’(Blue
Roses)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색의 장미라서 그리고 그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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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끼면서 자신과 일체화하는 유리로 만든 유니콘(unicorn)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동물이라
서 그녀의 타자성을 강화해주고 있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실 세계에서 온 특사”인 짐을 맞
이하기 위해 단장하고 기다리는 로라는 결국 “쉽게 부서질 듯한, 이 세상 것 같지 않아 기이한
아름다움”을 지닌 타자가 되어 버린다(Williams, GM, 14 and 53).
이렇게 타자화된 로라의 이미지는 결국 “순진무구형”(sweet innocent) 장애인 즉 사람들의 동
정과 연민을 자아내고 그들의 선행과 자비에 의존하여 겨우 생존하는 무력한 장애인의 이미지로
이어진다(Norden, 11). 더불어 이 같은 타자화 과정에는 장애가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가
족의 문제라는 시각이 도사리고 있다. 로라의 장애로 인한 고통과 경험은 오로지 로라 개인이 극
복하거나 가족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로라를 둘러 싼 사회가 인위적으로 구성한 장
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만다는 자신을 “불구”
로 부르는 딸에게 그녀를 “불구”로 만드는 “결함”을 “다른 것들을 길러 보충해야만 한다”고 충고
한다(Williams, GM, 26). 이 같은 시각은 로라의 문제를 “열등감”문제로 단순화 시켜버리는 짐
의 다음과 같은 충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당신이 끔찍하다고 생각한 그 (보정 장치가 내는) 쿵쿵 소리. 교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했죠.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제 생각엔 사실
상 존재하지도 않는 그 소리 때문에 당신은 학교를 그만 둔겁니다. 교육을 포기한 거죠.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신체적 결함, 그게 당신이 지니고 있는 건데, 당신 상
상이 수천 배로 확대시킨 겁니다! (Williams, GM, 78)

이런 시각 때문에 짐이 로라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란 고작 “무언가에 있어서는 당신
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에 불과한 것이다(Williams, GM, 78).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이 같은 시각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정상
화’(normalization)의 강요이다. 레너드 데이비스(Lennard J. Davis)가 『정상성 강요』(Enforcing
Normalcy, 1995)에서 설명하였듯이, 정상화 강요란 비장애인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구성된 규범
(norms)에서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규범 따르기를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다. 여
기서 중요한 사실은, 데이비스의 표현에 기대자면,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문제’가
되도록 정상성이 구성된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24). 『유리 동물원』에서 여성 장애인으로서의 로
라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은 아만다는 로라에게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아만다의 결혼 강요에 동원된 짐은 로라에게 자신감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처럼 춤을 추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 따라 로라는 장애의 굴
레에서 벗어나 보려는 애처로운 몸짓을 보이면서 잠시나마 ‘정상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이 때문에 로라가 짐과 춤을 추는 과정에서 탁자로부터 떨어져 뿔이 부러진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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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저 그 [유니콘이]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할래요. 그 애가 기형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뿔이 제거된 것이라고 ... 이제 그 애도 다
른 말들, 즉 뿔이 없는 말들과 마음 편히 지낼 거예요” (Williams, GM, 82). 이 장면에 뒤이어
짐이 비장애인 약혼자를 만나러 가야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순간 환상이 깨지면서 로라는
완전히 침몰해버린다. 결국 로라의 비극적 파멸은 비장애인중심주의적 판단과 기대를 토대로 한
정상화 강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데이비스의 표현에 기대자면, 로라를 “정상성의 헤게
모니”의 비극적 희생자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49). 동시에 그녀는 가정 해체의 주된 원인으로
각인된다.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떠맡고서 정상화 강요를 지켜 볼 수밖에 없던 톰
이 시체를 넣는 “관”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버림으로써 윙필드
가정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것이다(Williams, GM, 34).
앞에서 언급한 윌리엄스의 누나 로즈와 그녀를 모델로 한 로라의 장애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로 설명한 모턴의 소급적 진단은 20세기 말부터 일어난 자폐 장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의 일부
였다. 패트릭 맥도나(Patrick McDonagh)는 이 같은 자폐 장애에 대한 관심 폭증이 “고립, 소외,
해체에 대한 우리의 비밀스런 (그리고 현대적인) 공포와 흥미의 표출”이라고 주장하였다(113).
앨리스 홀(Alice Hall)은 이 현상을 문학적 재현과 연결 시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폐 장
애와 고립을 연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그 같은 연계가 도시에서의 고립적 삶과 가정
과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탐구하고자 하는 작가나 영화 제작자나 언론인들에게 쓸 만한 ... 플롯
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116-117). 이 같은 홀의 주장을 『유리 동물원』
에 확장 적용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윌리엄스는 “사려가 부족한 세상에 의해 망가진 고독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극작가로 인정받아 왔다(Landy and Allen,
883). 이 특징적 관심을 담아내기 위하여 윌리엄스는 『유리 동물원』에서 로라의 신체적 장애로
지시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주요 관심사
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신체적 장애로 포장된 자폐 스펙트럼 장
애를 지닌 로라를 등장시켜서 그녀의 장애로 인한 무력함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갈등을 극 전개의 핵심으로 삼은 동시에 가족 해체의 원흉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III. 맺음말
많은 작가들이 장애(인)가 지니는 “반규범적 잠재력”을 내러티브 전개의 수단으로, 독자나 관
객의 관심을 집중 시키는 간편한 방법으로, 나아가 의도된 매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자주 이용하였다(Mitchell and Snyder, 8). 이 점에서 윌리엄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도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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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물을 이야기 전개의 수단으로, 흥미나 공포를 자아내는 간편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로라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로 나아가 가족 해체의 원흉으로 그려졌다. 결국 ‘정상 상
태’가 아닌 장애 인물 로라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파멸의 원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상 상태’
로 간주되는 비장애인의 우월성과 그에 대비되어 ‘비정상 상태’로 간주되는 장애인의 열등성에
대한 관객의 편견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다문화주의, 사회계급 의식, 여성주의와 동성애학이 주변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
고 옹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주변화되었다”고 주
장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름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름의 한 유형인 장애를 무시
하거나 간과해버리는 현실을 비판하였다(xi). 미국 연극의 정전 속에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윌리엄스도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려가 부족한 세상에
의해 망가진 고독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윌리엄스의
극에 등장하는 장애 인물 로라는 수단이고 타자일 뿐이다.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인정받아 온 윌리엄스가 그와 비슷한 관심을 (정신적) 장애(인)와 관련하여서는 보
이지 않거나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는 사실이 커다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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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드 악타르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나타난 네트워크 전쟁
홍 은 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Ⅰ. 들어가며
무슬림 미국 극작가 아야드 악타르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에서 신앙과 인종과
같은 극명히 구분되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의 한계에서 벗어나 ‘돈’과 관련된 미국 신화가 이슬
람과 조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슬람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악타르는 『보이지 않는 손』
에서 미국 신화라고 할 수 있는 돈의 문제로 이슬람의 정치, 사회, 문화를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돈과 관련된 미국 신화가 국경 너머 이슬람 세계와 조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에 문학적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악타르는 이슬람 공동체 움마(Ummah)를 실현하려는 근본주의
자와 자본주의자를 평행선상에 배치하여, 이데올로기 배치에 불과한 서구와 비서구의 대립의 틀
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악타르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이슬람 내러티브는 서
구 자본주의적 일상의 위기를 이슬람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라는 다른 세상과의 만
남에서 규명한다.
서구 자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만남은 다소 생경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서 미국인과
무슬림 사이에 이데올로기는 충돌하지만 돈에 대한 판타지는 충돌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일상
에서 돈에 대한 매료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은 거대 네트워크 안
에서 충돌하며 동시에 공조하면서 자기 규범 너머를 지향한다.

Ⅱ. 이슬람 근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네트워크 전쟁
악타르는 네트워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배경을 무대배경으로 설정한다. 미
국인 인질이 잡혀 있는 감옥은 실제 공간인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를 연상시키지만 고문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쟁이 펼쳐지는 가상 공간이다. 족쇄 채워진 인질이 잡혀 있는 어두운 벙커는
고립되고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등장인물들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돈을 두고 벌어지는 근본주의
자와 자본주의자의 네트워크 전쟁이 일어나는 무대는 매일 반복되는 테러와 판타지가 존재하는
곳, 일상적 네트워크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악타르는 자본주의와 근본주의의 네트워크 전쟁을 극화하는데 있어서 무대배경 못지않게 등장
인물 설정에서도 다른 시도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근본주의자들이 실현하려는 이슬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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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서구의 ‘인민’(populus, the people)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슬람 성직자 이맘 새림
(Imam Saleem)과 이슬람 전사 바쉬르(Bashir)가 꿈꾸는 혁명은 유혈 투쟁이 아니라 이슬람 공동
체의 복원이며, 이들은 무장 테러리스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악타르는 이슬람 공동체의 복원
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무슬림 등장인물들을 정치적 이슬람에서 벗어난 이슬람 공동체로서의 인민
으로 탈논쟁화시킨다.
이슬람 공동체 움마의 건설을 꿈꾸는 이맘 새림과 전사 바쉬르는 공동체를 수호하고 투쟁하는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맘 새림과 바쉬르는 이슬람 사회에 경제적 피폐를 가져온 부패 집단과 서구
금융 자본가를 처단하기 위해 미국계 투자은행장 인질 납치극을 꾸민다. 이들은 서구 금융 산업
자본가를 납치하는 극적 행동의 원인을 공동체 복원이라는 대의명문만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
고,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에 편승한 이슬람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혁명의 필요성을 주
장하는 수사학을 견지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마켓 글로벌리즘이 소비중심주의 메시지를 이
슬람 공동체에 퍼뜨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오류를 숨겨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 이데올로기를 변
형시킨다고 비판한다.
서구 물신주의와 금융 투기 자본의 도입으로 이슬람 세계는 전통 가치관이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한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상하게 된다.
강요된 근대화와 자본 축적, 과잉 도시화와 이에 따른 전통 가치 파괴, 자본 집중과 경제적 불평
등이 이맘 새림과 전사 바쉬르를 움직이게 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의
자본주의화와 세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외된 이들의 재농촌화와 전통의 부활이 이맘 새림과
전사 바쉬르와 같은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기에 이른다.
이슬람 전사 바쉬르에게 이맘 새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선지자”(visionary 18)이다. 바쉬르
의 설명에 따르면, 이맘 새림은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일과 음식과 학교와
병원을 가능하게 했고, 도시 환경 개선과 농업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썼지만 그 결
과는 해고를 당했고, 그의 아버지는 테러를 당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이맘 새림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서구 자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의 부정부패에서 찾는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부패한 나라의 죄수”(we are prisoners of a corrupt country that is our own making. 27)이고 누
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맘은 새로운 이슬람 공동체 움마의 실현에 헌신한다. 특히 이맘 새림은
미국을 비롯한 금융 자본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약탈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이맘
새림은 부패를 고발한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당했던 젊은 기자에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인질을 납치하는 이맘으로까지 긴 여정을 “깨끗한 일련의 분노”(a clean line of outrage 27)로
설명한다.
이맘 새림은 미국의 특징을 가난, 뚱보, 변호사로 규정한다. 특히 변호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라이고, 미국인에게 있어 “범하지 말아야할 삶의 규범이라는 것은 없다.”(No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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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a man will not break 30)며 무슬림에게 코란이 신성한 것이라면 “미국인에게 신성한 것
은 무엇인지”(What’s sacred to you? 31) 반문한다.
이슬람 성직자 새림과 이슬람 전사 바쉬르와 이슬람 인민 다르(Dar)로 구성된 이슬람 공동체
는 이상적 움마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인질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 이슬람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하기 위해 이들은 짐승이라고 혐오했던 테러리
스트들이나 하는 납치를 함으로써 자기부정에 빠진다. 또한 이들은 과격 테러리스트 못지않게 경
멸했던 서구 자본주의의 물신주의에 매몰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근본주의자들의 자기부
정과 자기모순은 서구 문명에 대해 이슬람이 봉착한 공포이다.
투자은행장 마틴(Martin)은 자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이슬람 내부의 세속주의자들과 힘을
합쳐 상수도 민영화 등과 같은 자본화와 사유화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를 폐허로 만든다. 이러한
극적 행동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달러 헤게모니 하에 작동
해온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된 이슬람 세계가 직면한 공포를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손』에 나타
난 물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총괄적 공포를 나타내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는
불확실성 그 자체이며 이슬람 정체성을 와해시킬 수 있는 공포이다.

Ⅲ. 이슬람 인민, 성직자, 전사가 경험한 독점 자본주의
평소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다르는 납치한 인질인 금융 기술 공학자 닉(Nick)을 만나면서부터
사회적 상황과 경쟁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반-공동체적’ 경제 방식을 배운다. 매년 라마단
(Ramadan)이 오면 감자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이용하라는 닉의 조언에 따라 다르는 친구의 감
자를 라마단 전에 싸게 사들이고, 동료 농부들을 설득해서 자신에게만 팔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이런 식으로 다르는 인근 지역의 감자를 끌어 모아 가격을 올려 큰 수익을 낸다. 다르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독점가격” 즉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구매욕과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김수행 953)되는 경험
을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다르는 달러가 안정적이라는 닉의 조언에 따라 루피(Rupee)를 유동성
있고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의 자본인 달러(USD)로 환전하여 금융 자본을 형성한다.
금융 자본 기술자 닉은 돈에 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번 돈을 잃지 않
고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달러라고 한다. 인질 닉은 2차 세계대전이후 미
달러가 가장 안정된 자산 형식이 된 경위를 인질범들에게 설명한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세계경제는 파탄이 났고, 세계 각국의 통화는 통제 불능이었고, 이때 혼란스런 상
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본위제가 되살아난 경위를 이슬람 인민들에게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여 금값을 안정시켰고, “미국이 이런 방법으로 세계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
아야드 악타르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나타난 네트워크 전쟁 ( 홍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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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ffectively becoming the world’s bank 58)며 닉은 자신의 졸업논문 주제이기도 한 브래튼
우즈 시스템(The Bretton Woods system)에 자부심을 갖는다.
다르는 “생산의 집적과 집중, 이로부터 생기는 독점” 그리고 달러 환전이라는 은행과의 유착으
로 “금융 자본의 형성사”(Lenin 45)를 직접 경험한다. 다르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집적과
집중 과정을 우의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은 카르텔(cartel)과 트러스트(trust) 형성을 통해 자
유경쟁을 제거하고 (...) 자본은 이 관련을 통해 금융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Hilferding 15). 독
점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가치 증식 방법의 하나로서 등장했고, 지배와 폭력을 부각시
킨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신자유주의에서 급성장했던 금융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우의적으로 보여준다.
닉은 이슬람 근본의주자들에게 인간의 미학적 혹은 윤리적 감각마저도 화폐라는 단일 기준으
로 환원시키는 마법적 포획 방식을 가르쳐준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모든 금융 행동은 ‘물신화
된 실체’인 달러 환전으로 마무리된다. 투자은행 소속 금융 기술자 닉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시장’과 ‘보이지 않는 손’ 개념으로 부르주아적 숭고함을 주장하지만, 부지불식간
에 이슬람 인민들을 투기꾼으로 변모시킨다.
이맘 새림은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을 공포에 빠뜨린 은행과 금융
자본가들로부터 자신들의 것을 되찾아 오기 위해 인질극을 벌였다고 자기변명을 한다. 근본주의
자들은 “당신들이 60년 동안 우리들에게 왕창 사기를 쳐왔고. 이제 우리의 것을 다시 찾고 있
다”(18)며 납치와 인질의 몸값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맘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친서방 세속주의자들과 서구 금융 자본가를 비판함과 동시에 무장
테러리스트를 “무슬림이 아니라 동물”(They call themselves Muslims. They’re animals 30)이라며
차별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맘은 이슬람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돈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못하고,
서구 물신주의 미학의 허구성에 매몰되어, 그렇게 경멸했던 자본주의에 편승한다. 이맘은 투자은
행과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주의로 편입에 됨과 동시에 딜레마에 빠진다.
투자은행 측이 이맘을 테러리스트로 주목하여 인질금 협상을 거부하자, 이맘 일행은 닉이 인
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닉을 과격 무장 테러리스트 단체에 넘기려고 한다. 닉은 무장단
체에 넘겨지면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에게 인질금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을 한다.
이맘은 금융 자본의 독자적 가치증식 방법인 투기를 통해 인질금에 해당되는 돈을 벌어주겠다
는 닉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로써 이슬람 공동체의 실현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남게 된다. 추
함을 추하지 않게 하는 물신주의 미학에 매몰된 이맘은 투기로 축적한 자본금을 횡령하여 부동
산 투기를 한다. 물화된 자신을 발견한 이맘은 “종교가 인민의 아편”(66)이 아니라 “돈이 인민의
아편”(money is the opiate of the people, not religion 66)이라며 금융 공학 기술을 전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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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후회한다. 이맘은 돈의 역할이 진실하지 않은 이상 닉과의 계약이 이슬람 공동체를 파국으
로 몰고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질금 충당 금융 투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닉이 이슬람 공동체에 금융 기술을 퍼트리고, 금융 자본주의의 진수를 활용한 근본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슬람 율법을 위반하는 타락을 경험한다. 금융 자본 투기 기술자와 이슬람 근본주의자
들의 만남은 기존의 의미체계로 밝힐 수 없는 혼돈된 극적 경험이다.

Ⅳ. 금융 쿠데타와 사회경제적 테러리즘
자기 조정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자본주의자 닉과 이상적 이슬람 공동체 건설을 꿈꾸는 근본주
의자 바쉬르는 공조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테러, 금융 쿠데타(monetary coup)를 감행한다. 이들의
테러는 금융 거래로 이루어지며, 달러 헤게모니와 경제의 대외적 조건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모
순을 은폐해왔는지를 드러내며, 어떻게 금융의 일상화가 공포의 일상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를 실감하며 살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는 글로벌 자본이 형성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포섭되었다. 자본주의자 닉과 근본주의자 바쉬르는 피라미드 구조
의 수직적 위계체제가 아니라 내외부의 구성원들을 격자망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주체가 되어 금
융 쿠데타, 네트워크 전쟁을 자행한다.
어떤 회사는 대통령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마다 30 퍼센트 수익을 냈다며, 닉은 정보를
선점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바쉬르에게 설명한다. 닉은 자신의 석방 자금을 벌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되어야한 하는 금융의 정수”(the tricky financial choices that have to be manipulated,
Gibson)를 비전문가의 용어로 설명한다.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인질금을 충당하기 위해 닉은
남들이 상상도 못할 정보를 이용해 경쟁 우위를 점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바쉬르는 가격 하락
이 예상되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닉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닉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금
융 전략을 설명한다.
바쉬르는 물을 민영화하려는 수자원 장관이 테러리스트 단체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비
밀 정보를 닉에게 알려주고, 닉은 이를 이용해 금융 투기 작전을 개시한다. 관련 테마주에 미리
옵션을 걸어 주가가 떨어지자 닉과 바쉬르는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돈을 번다. 그리고 이들은 모
든 투기 행위를 달러 환전으로 마무리 한다. 닉과 바쉬르의 금융 투기라는 극적 행동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포섭된 형태로 진행되며, 각자가 신봉하는 피그말리온 우상의 허구성 안에
서 이루어진다.
바쉬르는 고위인사 테러라는 조장된 공포로써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닉은 의도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짧고 시장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며, 바쉬르가 또 다른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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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기획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려고 한다.
어깨 너머로 돈 버는 기술을 배운 바쉬르는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기회를 만든다. 우연한 기
회에 테러 정보를 입수했던 경험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투자은행 테러를 기획하고 정치적 위기를 조장하여 자본 축적의 기회를 만든다. 바쉬르는 닉에게
서 배운 대로 “통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 “권력을 통제”(111)하려고 한다. 바쉬르는 금융 자
본가들의 수사학에 매몰되어 ‘통화-권력-체제변혁’을 꿈꾼다.
바쉬르: 혁명의 때가 무르익었어. 마침에 파키스탄에 봄이 왔어.
Bashir: The time is ripe for revolution. Spring has finally come to Pakistan. (111)
바쉬르: 그런 다음, 당신은 내내 루피 문제로 성가시게 됐고, 어느 순간 드디어 이해를 하
게 되었지. 통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권력을 통제한다고, 닉, 당신이 내게 그걸 가
르쳐줬어요.
Bashir: And then, all your pestering about rupee-well, it finally caught on at some
point. He who controls the currency controls the power, Nick, You taught me
that. (111)

닉과 바쉬르의 네트워크전쟁을 통해 과연 누가 테러리스트인가에 대한 허구적 전략이 교란 상
태에 진입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계를 무력하게
하고, 닫힌 세계를 열어젖힐 가능성의 표상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본주의 너머의 세계를 바
라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 있다. 가령,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멋진 대항 이론
이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너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은 간 데 없고,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다크 나이트 라이즈>(Dark Knight Rises)에서 보듯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기
각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나타난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본주의 피폐상을 극복할 대안 담론
이 부족한 사회적 배경에서 “서구 인식체계에서 공존할 수 없는 정체된 존재”(a static
phenomenon that cannot converge or coexist with Western ideas, Abushouk 493)가 아니라 물
화된 사회를 진단하는 사유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Ⅴ. 나오며
악타르는 서구 자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만나고 공조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재현하여 ‘문명의 충돌’과 같은 이전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무너뜨린다. 『보이
지 않는 손』에서의 공포는 각자가 신봉하는 우상 숭배적 피그말리온 신화의 전도를 통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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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본적 성찰의 기회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나타난 자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공조와 충돌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테러리즘은 마켓 글로벌리즘과 연계된 서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최종 형태의 정치체제”(final
form of human government, Fukuyama 4)를 희화화하면서 동시에 전면전 성격의 유혈 투쟁을
거부하면서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진행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 영역의 문제를 사회 문
화적 영역의 문제로 확장하여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삶과 정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의 자본주의와 근본주의 네트워크 전쟁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향한 우
리 시대 네트워크 혁명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금융 자본 기술자 닉과 이슬람 전사 바쉬르는 자본
주의와 근본주의의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전쟁을 하는 혼종 주체
(hybrid subject)이다. 혼종 주체는 네트워크 사회의 주체이지 이데올로기 투쟁의 산물은 아니다.
바쉬르는 비록 혼종 주체일지라도 혼종 주체 너머의 삶과 정치를 지향하고 혁명을 꿈꾼다. 금
융 쿠데타를 목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환멸을 느낀 닉과 자본주의 너머 혁명을 꿈꾸는 바쉬
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혼종 주체 너머 네트워크로 연계된 새로운 개인 혹은 새로운 인민 개념
을 제시한다. 각자 서로 다르지만 언제든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염원하는 이들은 동일성의 민중(the people), 획일성의 대중(the masses), 지리멸렬한
군중(the crowd)과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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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줄리안과 마달로』에 나타난 회의적 갈등
박 경 화
(한남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의 사상적 변화는 그의 문학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
고, 그가 이러한 사상적 변화를 하게 된 것은 시대를 아우르는 풍부한 철학서를 탐독하였기 때문
이다. 셸리는 “1811에서 1816년 사이 철학에 관한 그의 대부분의 독서는 회의주의자들 대한 것
에 할애”(Pulos 105)되었다. 키케로(Cicero)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Diogenes Laertius)를 통
해서 고대의 회의주의를, 토머스 브라운(Sir Thomas Browne)과 몽테뉴(Montaigne)로 부터는 르
네상스 시대의 회의주의를 접하게 되었다(Pulos 105). 셸리의 정신에 끼친 회의주의 전통의 영향
은 그의 사고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이러
한 사고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그의 시 창작에 반영되었다.
셸리가 사회에 대한 이상적, 낙관적 사고에서 회의적 사고로 변화를 겪은 후, 이상주의에 대한
회의를 처음으로 나타낸 시는 이태리에 정착한 후 쓴 『줄리언과 마달로』이다. 이 시는 주제에 있
어 낙관적인 관점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와 상반된 성격의 작품으로, 회
화체를 이용하여 회의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클락(Timothy Clark)이 당시 셸리에
대해 “인간 의지는 정신의 적극적 힘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약화되
었던 것처럼 보인다”(175)라고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이상주의에 대한 신념이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셸리는 『줄리언과 마달로』에서 이상주의를 믿으면서도 줄리안(Julian)과 상반된 염세적 비관론
을 가진 마달로(Maddalo) 와의 대화를 통해 이상주의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재고하고자 이 시
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셸리의 사상적 특징과 변화를 연구해 본다면 그의 시 이해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줄리안과 마달로』를 중심으로 줄리안이 주장하는 이상적
낙관론이 재점검됨으로써 갖게 되는 회의적 갈등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줄리안이
표방하는 이상적 낙관론을 살펴보고, 그 낙관론에 내포된 불안정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3
장에서는 이상주의를 주장하는 줄리안이 염세적인 마달로 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이상적 사고가
재점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두서없이 지껄이는 광인(Maniac)의
독백이 드러내는 이상주의와 염세주의의 이분법적 관계 해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연구과정은 이상주의를 신봉하는 셸리가 회의적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을 밝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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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적 사고가 셸리의 시와 사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밝혀줄 것이다.

Ⅱ. 줄리안의 이상적 낙관론
『줄리안과 마달로』의 서문에서 줄리안은 좋은 가문의 영국인으로 묘사된다. 그는 인간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과 사회의 개혁 가능성을 주장하는 철학적 관념에 매료된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자
이다. 그는 선이 어떻게 우월할 수 있는가를 사색하고 인간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도덕적 미신을
타파하여 사회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다. 그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
들을 비웃는 무신론자이나, 서문에서 그를 묘사하는 “철학적”(philosophical)1)이나 “사색하
는”(speculating)과 같은 단어들은 실제로 그가 이상을 실현하여 현실화시키지 못할 것임을 암시
한다. 줄리안의 일반적 사고를 벗어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좋은 자질들을
갖춘 인물로 평가한다.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경건한 독자가 결정할 것”(How far this is
possible the pious reader will determine)이라고 서문에 묘사되는데 이것은 그의 이상주의의 신
념에 의문을 갖게 한다.
『줄리안과 마달로』의 도입 부분은 리도(Lido)의 황량한 해변에 대한 배경묘사로 시작되고, 줄
리안과 마달로는 쌀쌀한 늦여름 저녁에 이곳에서 승마를 즐긴다. 이 해안가는 “사람이 살 수 없
고”(uninhabitable)(7)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자라는 “엉겅퀴”(thistles)(5)와, “바다와 육지
에서 서식하는 잡초들”(amphibious weeds)(5)과 “키 낮은 나무”(dwarf tree)(10) 등이 자라는 곳
이다. 바다와 육지가 서로 접해있는 이 접경지역은 성격이 다른 두 인물, 줄리안과 마달로의 만
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적절한 장소이다. 그곳은 두 대화자의 “논쟁의 상반된 의견처럼, 잠
재적으로는 비옥한 곳이지만, 현재의 경치는 황량한 곳”(Everest 679)이다. 중요한 것은 “줄리안
이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황량하고 고독한 이러한 풍경이 주는 자유로움을 즐긴
다”(Weinberg 48)는 것이다. 그가 자주 말을 타며 마달로와 대화를 나누는 리도는 이상주의와
상반된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이상주의자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줄리안은 이 황무지의 존재를 자신에게 거듭 확인시키는 듯, 리도의 황량함을 세 차례나 언급
한다. 이곳의 특성은 “언제나 변화하는 모래가 쌓이고”(4), 바다와 육지가 결합하여 볼품없는 “엉
겅퀴와 바다와 육지에서 서식하는 잡초들이 깔려있는”(5) 경계지점이며, 버려진 “황무지”(10)라
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리도의 특성은 부정적이고 황량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특히, 리도가 “언제
나 변화하는 모래로 쌓아진 곳”(4)이라는 것은 쉽게 형태가 바뀌는 모래처럼 줄리안의 이상주의

1) Percy Bysshe Shelley, Shelley’s Poetry and Prose. 2nd ed. Donald H. Reiman and Neil Fraistat, ed.
(New York: Norton, 2002), p. 120. 셸리의 시 본문 인용은 이 책에서 하고 연과 행만을 표기함. 시 이
외의 산문을 인용할 경우 페이지만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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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곳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도 줄리안의
이상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줄리안이 좋아하는
리도의 부정적이고 황량한 특징들은 이상주의자로서의 그의 신념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이상
과 실제 행동이 상반되어 보이게 한다. 결국 독자는 이상적 낙관론을 펼치는 그의 이상주의 내면
에 염세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양은 리도와 마찬가지로 줄리안이 사랑하는 또 다른 대상물이다. 줄리안과 마달로가 말에서
내려 베니스를 향해 가기 위해 곤돌라를 타려고 준비할 때, 북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남쪽으로
는 유게니안 언덕들(Euganean Hills)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둘러싸고 있는 석양에 물든 베니스가
펼쳐진다. 지는 저녁 풍경의 광활함과 석양은 줄리안의 마음을 끌고 그에게 자신이 열망하는 완
벽함을 확인시켜주는 비전이 된다. 줄리안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인 석양은 그 아
름다움에 있어 리도와 큰 대조를 이룬다. 리도가 그의 이상주의에 알맞지 않은 장소라면, 석양은
그의 이상주의를 대변하는데 적합한 대상물이다. 그는 천상의 영광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 석양이
라고 생각하고 육지와 바다가 하나의 “불의 호수”(lake of fire)(81)로 용해된 듯 보이는 베니스의
우뚝 솟은 산들의 모습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관이다. 그가 베니스의 리도에서 바라본 황홀
한 석양의 모습은 바로 인간이 꿈꾸는 삶의 이상적인 모습이므로 그는 낙관적 비전을 일몰의 계
시적 풍경에 감상적으로 투영시키며, 석양이 지는 광경을 보고 시종 일관 마달로의 비관적 견해
를 반대한다(70-85).
셸리가 이상주의자 줄리안의 상징물로서 상호 대조되는 리도와 석양을 선택한 것은 리도가 육
지와 바다가 결합하여 볼품없는 엉겅퀴와 잡초만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준 반면, 석양은 육지와
바다의 결합을 통해 장엄미와 통일성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도와 석양은 각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상반되는 대상물로서 이 두 대상물은 줄리안의 내면에 이미
두 가지 양상을 모두 지닌 인물임을 암시하고, 그의 이상주의가 또 다른 측면으로 바뀔 수 있다
는 의문을 제시한다.
셸리는 줄리안의 이상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석양과 대조되는 정신병원을 마달로의 상징물로
제시한다. 마달로는 해가 지기 전에 석양을 더 잘 볼 수 있는 “더 나은 장소”(better station)(87)
를 약속하며 줄리안을 정신병원 쪽으로 안내한다. 그들은 석호 위를 곤돌라를 타고 흉물스런 건
물이 그들과 석양 사이에 펼쳐지는 지점까지 간다. 곤돌라에서 바라본 베니스는 저녁노을이 넓게
퍼져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단절된 느낌을 주지 않고, 물에 떠있는 도시의 궁전과 사원들은 “하
늘까지 쌓아놓은 마법의 직물”(fabrics of enchantment piled to Heaven)(92)처럼 보인다. 베니스
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평가는 모든 면에서 줄리안의 견해를 표현한 것이다. 그에게 베니스는
자유의 천국이고 활력이고 조화와 광휘의 이태리를 나타낸다. 그는 이러한 특질들은 그것들이 가
진 미학적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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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면들은 그의 이상주의에 대한 반영이지만 그의 이상주의는 날씨가 악화되듯 점
차 어두운 면을 보이게 된다.
줄리안과 마달로가 방문한 정신병원은 “창문도 없고, 흉물스럽고 황량한 건물”(windowless,
deformed and dreary pile)(101)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건물’의 의미인 ‘pile’은 베니스를 묘사한
‘쌓아올리다’의 의미인 “하늘까지 쌓아올린”(piled to Heaven)(92)의 시어와 분명한 대조를 이룬
다. 셸리는 줄리안의 이상적 비전의 절정에서 그것과 대조되는 죽음의 집과 같은 정신병원을 제
시함으로써 이상주의에 대한 자신의 회의적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석양은 줄리안이 주장
하듯 천상의 아름다운 빛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슬픈 빛일 수도 있음을 상기시
키고 있다. 따라서 베니스는 두 가지 국면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하나는 “천국적이고 또 다른 하
나는 지옥적인”(Weinberg 52) 양면성을 띤 곳이다. 그러므로 베니스는 조화, 즐거움, 그리고 광
휘를 나타내는 곳이지만, 또한 외관의 찬란함 아래 내재된 고통, 절망, 어두움을 함께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줄리안은 마달로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생관에 맞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주장하
지만 그의 주장은 마달로의 주장과는 달리 공감을 주지 못한다. 리도의 황무지의 우울한 분위기
가 시 전체를 압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말에는 마달로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마음의 깊은
감동이 없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만 열중해 있기 때문에 마달로의 어린 딸에 대한 진실한 사랑도
결여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던 쾌활하고 자
유로운 마달로의 딸을 자신의 이상주의를 증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운다. 이와 같이 마달로의 딸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닌 줄리안의 주장을 지지하는 실례
로 이용됨으로써, 마달로의 딸은 줄리안에게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
의 견해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증거로써만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이상적인 이미
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빈약하고 어설프게 느껴진다. 그는 말로는 인간의
고귀한 사랑과 진실을 찬미하면서 그의 행동은 그것들과 거리가 멀다. “당신은 유토피아를 말하
는군요”(You talk Utopia)(179)라는 마달로의 말에서 줄리안의 주장이 이론에만 치우쳐 있어 이
론과 행동의 괴리가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줄리안은 말로는 인간의 사랑과 진실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의 행동은 그러한 것들과 큰 차
이가 있다. 줄리안은 광인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의 정신병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상상에 그칠 뿐 그는 곧바로 베니스를 떠나 런던으로 돌아간다(582-3). 광인을 돕는 일은
오로지 그의 상상과 이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광인에 대한 동정어린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
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
여 행하는 인물이 아니라, 웨인버그(Alan M. Weinberg)의 지적처럼 이론적 성향만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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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과 비교해 본다면, 줄리안은 나약한 것 같다. 당연히, 고통 받는 광인을 치료하겠다
는 자비로운 그의 계획들은 그의 본성의 이론적 성향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면서 실현조차
시작되지 않는다. 그의 이상주의는 가볍고 헛되이 타인의 행복을 비는 것에서 위안을 찾
는다.
by comparison with the Maniac, Julian seems effete. Not surprisingly, his philanthropic
plans to cure the sufferer do not even begin to materialise, revealing once again the
theoretical bent of his nature. His idealism finds release in mild and ineffective
well-wishing. (64)

줄리안이 광인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라 광인에게서 목격한 정신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광인의 독백을 듣는 동안 광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마음으로 공감했음을 눈물로써 보여 주지만, 그는 광인의 “깊고 섬세한 마음”(the deep
tenderness)(566)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줄리안의 태도는 그가 더 이
상 이상주의를 지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신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외면할 수 없었음을 인정
한 것이 된다.
셸리는 광인의 독백에 의해서 줄리안과 마달로가 결합하는 것으로 시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마달로의 딸이 줄리안에게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끝맺는다. 줄리안은 자신이 광
인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지 않고 광인을 떠나지만, 실천하지 못한 그 계획은 상처가 되
어 그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화된 후, 그는 베니스에
다시 찾아와 마달로의 딸과 대화를 나눈다. 크로닌(Richard Cronin)은 시의 끝부분에서 줄리안
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그의 실패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인간 정신의 파괴적인 내면
의 힘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인식으로 물러선 것”(128)이라고 설명한다. 시의
종결 부분에서 다시 등장하는 마달로의 딸은 시의 초반에서는 마달로의 이상주의의 상징물로 등
장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광인의 슬픈 소식을 전하는 인물이 되고, 줄리언이 광인과 그의
연인에 대해 묻자 “그들은 만났고-그들은 헤어졌다, /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느냐?”(“And was not
this enough? / They met ― they parted”)(607-08)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녀가 광인의 불행과 고통
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달로의 딸은 처음엔 광인과 대조관
계에 놓여있었지만, 이후 그 관계는 와해되고 줄리안의 이상주의가 염세주의 방향으로 기울어지
고, 그가 믿는 이상주의의 확고성에 회의를 품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셸리의 사상적 특성은 그의 삶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회의적 전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회의주의는 그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적 급진주의, 경험주의, 플라톤주의, 기독교라는
네 개의 주요 전통과 양립될 수 있고, 그의 회의적 전제는 그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시학의 바
탕을 이룬다. 풀로스(C.E. Pulos)는 셸리의 회의주의와 시학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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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리의 회의주의는 흄과 드럼몬드 그리고 다른 사상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셸리는
그들로부터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도구로써 이성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그러므로 회의주의는 셸리로 하여금 철학 보다 시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하였다. “시인들은 이 세상의 인정받지 않은 입법자이다”라는 『시의 변호』의 결론은
흄과 드럼몬드로부터 이끌어 온 전제에 근거한다.
From Hume and Drummond, and from others influenced by scepticism, Shelley gained
insights into the limitations of reason as an instrument not only fo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but also for the motivation of human conduct Scepticism, therefore, led him
to place a much value upon poetry than upon philosophy. The conclusion of the
Defence of Poetry ― that “poets are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s of the world” ― is
based on premises derived from Hume and Drummond. (The Deep Truth 47)

풀로스의 설명에서 셸리의 문학적인 면과 지적인 면의 연관성은 회의적 전제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풀로스는 “셸리의 회의주의는 다양성 속에 담긴 그의 사고의 통일성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Pulos 111)라고 셸리의 사상형성에 끼친 회의주의의 중
요성을 설명한다. 셸리에게. 회의주의는 홉킨스(Brooke Hopkins)가 지적하듯이 “철학의 정상적인
흐름이 구축하는 체계를 역전시킨다”(112)라는 점에서 정신을 일정한 틀에 가두는 체계로부터
정신의 자유로운 해방을 가져온다. 특히 정신의 활동 잠재성을 일깨우는 매개체로서 셸리의 회의
적 전제는 그의 시와 사상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근원적 질문에 대한 그의 회의주의는 마달로의
견해와 같이 염세적 허무주의로 흐르지는 않는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삶의 가능
성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상상력을 통해서 삶의 비연속성을 삶의 가능성으로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시와 사상의 회의적 요소는 삶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작용한다.
생명의 근원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그의 질문들은 상상력의 욕망에 의해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계속 자극하는 것이다.

Ⅲ. 이상주의 점검의 장으로서 마달로의 염세주의
줄리안은 베니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지만, 그의 애착은 국외자로서의 견해일 뿐이다.
따라서 국외자인 줄리안이 베니스의 좀 더 밝은 면을 추구한다면, 그곳에 거주하는 마달로는 반
대로 어두운 면을 직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마달로는 인간은 무력하다고 믿지만 독수리 같은 정
신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마달로이다. 그러므로 줄리안
의 이상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달로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줄리안이 타락한 세상을
이상주의 낙원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진 인물이라면, 마달로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염세관을 자진 결정론자로서 인간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된 희망 보다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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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빠져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줄리안은 이상주의자이고, 마달로는 현실주의자”(Webb 50)
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사상과 지향점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반된 성격을 가
진 인물들이므로 그들은 인간 영혼의 이상과 인간 현실에 대해 큰 견해 차이를 보인다.
『줄리안과 마달로』의 초반 줄리안과 마달로가 말을 타고 해안을 달리며 벌이는 논쟁은 인간
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의 불완전함은 인간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결함
인지에 관한 것이다. 줄리안이 곤돌라를 타고 베니스로 돌아가며 석양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마달로는 “줄리안, 서쪽을 보고 잘 들어보시오 / 만약 그대가 깊고 무거운 종소리를 듣지 못
한다면”(“Look, Julian, on the West, and listen well / If you hear not a deep and heavy
bell”)(96-7)이라고 말하며 정신병원 건물을 보여준다. 이 정신병원은 마달로에게 “죽을 운명인
인간의 상징”(Everest 679)이 된다. 정신병원에 있는 광인을 방문하는 것은 줄리안의 태도와 사
고에 도전하는 큰 전환점을 이룬다. 줄리안이 마달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줄리안은 마달
로의 세계로 들어가 직접 그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두 화자가 “흉물스럽고 황량한 건
물”(deformed and dreary pile)(101)인 정신병원을 바라보는 태도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셸리는 인간을 둘러싼 경험적 세계 자체가 단순히 밖에서 인간의 의식에 주어진 세계가 아니
라, 인간의 내면 작용이 연관된 세계, 즉 인간의 내면이 형태를 부여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산문
「삶에 관하여」(“On Life”)에서 셸리는 외부적 대상과 내면정신을 분리해서 보는 태도를 비판하면
서 인간이 외부적 대상으로 지각하는 세계의 형상 자체가 하나의 내면적 해석의 산물이고 과거
의 해석들이 축적되어 쌓인 물화된 기호의 작용에 지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모든 익숙한 대상들은 사고의 연속으로 이끌 하나의 사고를 제시하는 그들의 능력 속에
서 그들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all familiar objects are signs, standing not for themselves but for others, in their
capacity of suggesting one thought, which shall lead to a train of thoughts. (507)

따라서 염세관을 가진 마달로는 정신병원을 일몰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며 미학적으로 그 건
물을 바라보는 반면 줄리안은 그 정신병원을 “흉물스럽고 황량한 건물”(101)로 여긴다. 마달로가
그 건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죽을 인간의 운명에 의해 자극된 것이다.
마달로의 세계는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줄리안의 석양은 산, 바다가 있는 도시와 조
화를 이루지만, 마달로가 자연인 태양과 인간이 만든 인공물인 정신 병원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줄리안에게 인간은 천국에서 다시 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추방자이지
만, 마달로에게 에덴은 다가갈 수 없는 곳이므로 인간은 낯선 세계에서 버림받은 자”(Cronin
117)로 인식된다. 정신병원에 대한 묘사는 이 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순간으로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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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줄리안과 마달로의 내적 자각이 시작되고, 광인의 역할이 예상된다.
줄리안과 마달로가 방문한 정신병원은 또한 줄리안이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베니스에 대해 좀
더 진실하고 현실적인 면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인간의 상황에 대한 마달로의 주된 상징이
된다. 마달로는 염세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므로 정신병원에 대한 그의 설명은 그것이 아무리 고
상하고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고상한 이상에 대한 환멸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마달로는 저녁기
도를 하기 위해 모여든 정신병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가 외쳤다,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은 영원하고 신성해야 하는 것의
상징이고 신호임에 틀림없다! ―
그리고 저 검고 황량한 종과 같이,
하늘이 밝히는 탑에 걸린 영혼은,
아래쪽의 찢겨진 마음과 만나기 위해서,
미친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들을 울려줘야 한다,
그 낯선 비전, 석양처럼 죽음의 밤이
우리들의 기억을 그 자체로부터 갈라놓고,
우리가 추구한, 그러한 좌절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떼어 놓을 때 까지!”
“And such,” ― he cried, “is our mortality
And this must be the emblem and the sign
Of what should be eternal and divine! ―
And like that black and dreary bell, the soul,
Hung in a heaven-illumined tower, must toll
Our thoughts and our desires to meet below
Round the rent heart and pray ― as madmen do
For what? they know not ― till the night of death
As sunset that strange vision, severeth
Our memory from itself, and us from all
We sought and yet were baffled!” (20-30)

마달로는 인간은 신성한 것을 갈망하지만, 고통스런 경험으로 너무나 상처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무력한 정신병자들처럼 행동하도
록 남겨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쟁에서 마달로의 염세관이 우세한 듯 보이며, 정신병원에 관한
그의 말은 차분하면서 설득력이 있다. 정신병원은 그에게 현실의 삶이 얼마나 암울하고 처절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물이다. 특히, 그 건물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종은 현실을
외면하는 영혼의 한계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크로닌은 “탑은 불리한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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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한 보호물로써 인간이 자신의 주변에 만든 보호하는 갑각(甲殼) 역할”(Cronin 118)을 담당한다
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상징하는 종은 외부 세계를 향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탑에 거주하
는 사람들에게만 울리는 것이다. 마달로는 정신병원이 인간 현실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며, 인간의
영혼은 “하늘이 밝히는 탑에 걸린”(124) 까맣고 음울한 종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
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존재이고 스스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헛됨을 단언하는 마달로의 비관론은 인간의 잠재성을 단언하는 줄리안의 낙관론과 대
립적인 국면을 보이며 그들의 논쟁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 마달로는 줄리안의 견해를
“대화가 진행되는 한 / 반박이 통하지 않는”(refutation-tight / As far as words go)(194-5)것으로
여긴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한때 줄리안과 같은 사고를 했으나 지금은 미쳐버린
한 광인에 대해 말한다. 그는 광인이 한 때는 줄리안처럼 이상주의자였다고 말하고 그의 광기는
자신의 이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줄리안은 광인이 자신의 자만심에 의해 미친것 같
다고 반박하지만, 마달로는 줄리안이 공언하듯이 “그의 거친 말이 그러한 이상적인 이론이 얼마
나 헛된 것인지 보여줄 것”(wild talk will show / How vain are such aspiring theory)(200-1) 이
라고 말한다.
마달로는 줄리안의 견해와는 달리 베니스를 고통이 지배하는 지옥으로 여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셸리는 마달로의 정신병원 방문을 지옥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정신병원이 있는 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명백해진다. 정신병원 수감자
들의 격렬한 외침, 울부짖음, 그리고 비탄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고통 받는 인간들의 비
참한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그들이 방문하는 그 정신병원은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장소로
다가온다.
줄리안과 마달로가 곤돌라를 타고 석호(lagune)를 건너가는 것이 아케론(Acheron)강을 건너가
는 것을 암시하듯이, 그들이 정신병원이 있는 섬에 도착하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암시
한다. 마달로는 단테(Alighieri Dante)의 『신곡』(Divine Comedy) 중 『지옥』편의 버질(Virgil)과 같
이 줄리안을 정신병원으로 상징되는 삶의 더 어두운 면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마달로의 역할과 관점을 강화시키면서, 그가 줄리안보다 고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더 풍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달로가 줄리안을 정신병원으로 이끄는 행위는 줄리안이 인간조건에 대해 좀
더 개선된 견해를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줄리안과 마달로가 나누는 대화가 서로 대립하고 그들의 대화가 침울한 변화의 양상을 띠자
자연도 “그 다음날 아침은 비가오고, 춥고, 음산”(The following morn was rainy, cold and
dim)(141)한 것으로 변한다. 그들이 방문할 정신병원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차게 내리는 비와
높은 바다를 뚫고”(Through the fast-falling rain and high-wrought sea)(213) 배를 몰고 간다.
이와 같은 국면으로의 전개는 시가 마달로의 염세주의 쪽으로 무언의 동의를 하는 것을 함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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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줄리안은 광인의 삶을 보고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광
인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것은 염세주의자 마달로이다. 그가 광인을 도와주는 것은
그의 염세적 갈등의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을 광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동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셸리가 이상주의자 줄리안 대신 염세주의자 마달로에게 따뜻한 인간의 동정심을 부여
한 이유는 이상주의에 대한 그의 회의적 갈등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줄리안도 마달로가 제시한
염세적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주의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Ⅳ. 광인의 독백에 드러난 이분법적 관점의 해체
광인은 줄리안이 단언하는 이상주의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열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해 미친 인물이다. 그는 온전한 정신일 때는 교양 있고 호의적인 사람이었으
나,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깊어져 미치고 만 인물이다. 블랭크(G. Kim Blank)는 줄리안과 마달
로가 “고의적으로 그들 각자의 견해들을 (자유의지 대 결정론, 이상주의 대 허무주의, 희망 대
절망) 광인의 말을 예를 들고 해석하여 시험을 시작한다”(7)고 그들의 정신병원 방문 목적을 설
명한다. 마달로는 광인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만 줄리안은 광인이 구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지켜보고 그의 심장의 모든 고동소리를
분석해 본다면 그의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An entrance to the caverns of his
mind,)(573)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줄리안은 광인이 사악한 것들 속에서 “선한 영혼”(soul of goodness)(204)을 찾지 못했기 때문
에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광인의 광기는 자신의 사랑이 보답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의 결과이고, 이러한 실패는 마달로처럼 그의 “거만한 본
성”(by nature proud)(206)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마달로는 광인의 광기는 줄리안과 같은 기질
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중재자로서 광인을 받아들이기로 동의
하고 정신병원에 있는 그를 방문한다. 마달로가 줄리안을 정신병원으로 안내한 목적은 이상주의
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광인을 통해 그에게 증명해 보이고자 함이다.
광인의 독백은 정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고고한 정신과 이상을 가진 인물이 현실과
직면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내적 아픔의 절규이다. 그 절규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던 줄
리안의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줄리안은 나약한 의지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지만, 광인은 그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인간은 운명적으로 고통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광인의 고통은 어느 정도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
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시련을 통해 자신을 타락
시키고 망가뜨리는 많은 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던 줄리안의 단호한 주장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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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쳐버린 광인의 절규 앞에서 무력해지고 만다. 셋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진실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줄리안에 맞서 광인은 그것들의 반대가 되는 증오, 추함
그리고 거짓이 뒤엉켜 있음을 고백한다. 따라서 광인의 독백은 독자로 하여금 줄리안의 이상주의
를 또 다른 각도에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광인의 독백은 줄리안과 마달로를 극단적인 상황과 대면하게 하여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재점검하게 한다. 줄리안과 마달로는 광인의 방 밖에 서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광인의 말을 엿듣는다. 그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고통으로 이어진 삶을 끌고 가
기 위해 비참한 말처럼 채찍과 막대기로 내몰린 존재 같다. 슬프게 앉아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는
광인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이상주의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한 광인의 독백은 독
자들에게 줄리안의 이상주의와 마달로의 염세주의를 보다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준다.
어떤 면에서 광인은 줄리안과 마달로의 토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다른 차원의 논쟁자이기도 하다.
그의 독백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는 그들이 흘린 순수하고도 진실한 눈물에서 알 수
있다. 이 눈물은 광인의 독백이 그들의 토론을 능가했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광인의 독백에 그와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광인의 독백이 그들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
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언어로 토로하는 광인의 이야기는 이제까지의 줄리안과 마달로의 추상적인 논쟁을 그
의 두서없는 독백의 고뇌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두 사람의 피상적인 논의를 생생한 인간적인 현
실로 옮겨놓고, 두 대화자의 명백히 다른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또는 어느 쪽도 전혀 지지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광인의 이야기는 줄리안과 마달로의 논쟁이 일방적인 방
향으로 향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만들고, 대립적인 관점의 두 대화자가 자신들만의 단순한 논쟁
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광인의 독백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이 광인의 독백은 그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광인의 초점을 잃은 것 같은 독백이 오히
려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
적으로 이들 두 등장인물은 광인 속에서 일종의 해체와 결합을 모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버레
스트는 “광인의 역할이 이 시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줄리안과 마달로의 대조되는 견해에 대
한 더 깊은 관점을 독자들에게 명백히 전해준다”(Everest 679)라고 광인의 역할을 설명한다.
줄리안과 마달로는 광인의 장황한 외침 속에서 시라고 불릴 정도의 고상함을 발견한다. 『줄리
안과 마달로』의 첫 부분에서 줄리안과 마달로가 나누는 대화는 온전한 정신의 시어이지만 분열
된 언어이므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사고와 감정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관련이 없다. 광인
의 광기는 그에게 자신의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단어들이 질서와 통일성을 창
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크로닌(Cronin)은 “광인의 말 속에서 사고와 감정은 서로를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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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린다”(125)라고 말한다. 따라서 광인의 언어는 시의 무질서이나 줄리안과 마달로의 언어는 시
에 장벽이 된다. 그러나 광인은 “운율이 있어 시라고 불리었을”(542) 그러한 언어로 말한다. 따
라서 광인의 언어는 질서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의 언어에는 시의 특질을 담고 있어 줄
리안과 마달로에게 감명을 주고 그들이 순수한 눈물을 흘리게 한다.
셸리가 광인의 고통을 시로 표현하는 의도는 광인을 셸리 자신으로 파악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셸리가 이태리에서 보낸 첫 해에 쓴 『줄리안과 마달로』는 1818년과 1819년의 셸리
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인의 고립과 고통을 독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셸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대비시킨 것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청중에 대한 시인의 염원
의 소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에리(James Bieri)는 “광인의 고통스런 감정과 사고는
셸리의 고통스런 감정과 사고”(145)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셸리가 광인이 다음과 같이 외치도록
표현한 것은 광인의 고통을 통해 시인의 어두운 현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셸리가 광인으로 하여금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도록 한 것은 시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
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시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독자를 많이 의식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주피터(Jupiter)의 압제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되는 이상적 비전을 장엄하게 묘사했으나, 이상주의적 비
전은 고도로 발달된 시인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
다.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시인은 혼자 독백하는 광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으로 그가 광인
을 선택한 것은 이상주의, 특히 정신의 활동에 대한 그의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인의 상황은 줄리안이 표방하는 인간애에 대한 강한 희망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지만, 그의
고통이 자신의 고결성을 파괴하지는 않고, 인간 조건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가진 마달로의 논쟁
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광인의 이야기는 줄리안의 생각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또 마달로의
의견에 부합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논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 가여운 광인을 그들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단순한 사례로 이
용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충동은 약화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중심적 논쟁을 잊고 광인에게 인
간애를 보여주고 광인이 심하게 아프다는 점에 동의한다. 줄리안은 광인을 매일 지켜보며 열성적
으로 그의 심장의 고동을 연구함으로써 그를 치료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의 동굴에 이르는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런던으로 돌아간다. “만약 내가 친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 사랑하는 베니스를 결코 떠나
지 않을”(If I had been an unconnected man / I, from this moment, should have formed some
plan / Never to leave sweet Venice)(547-9) 라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세계에 은둔
한다. 그는 베니스에 머물면서 인간 경험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근거 없는
선에 대한 꿈”(dreams of baseless good)(578)의 헛됨은 명백히 드러낸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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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마달로의 생각을 시인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도 광인과 닮아 간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셸리는 줄리안과 마달로의 행동들이 광인을 방문한 뒤 그들의 믿음과 일관성이 없음을 아이
러닉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들 입장의 권위를 해체한다. 이 시의 초점은 줄리안의 입장에 더 결함
이 있음을 드러내는데 맞추어져 있다. 줄리안이 광인을 돕지 않고 결국 런던으로 떠나는 것은
앞에서부터 주장해왔던 인간 사회가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진전의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
문이다.

Ⅴ. 나오는 말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 결정적 판
단을 내리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한다. 셸리의 시 세계는 현실과 이상간의 모
순 속에서도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희구하고 사회전반에서 인간의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부현실과의 불일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는 『줄리안과 마달로』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주의에 대한 회의적 갈등을 표출하였
다. 그는 1819년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의 2막을 쓰는 도중 타소전설을 이용한 『줄리안과 마달
로』를 썼는데, 그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간의 정신과 사랑의 장엄함을 낙관적으로 표현
하였으나, 그 이후 스스로 이상주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그는 『줄리안과 마달로』에서 자
신을 대변하고 있는 줄리안을 내세워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마달로와 토론을 하고 광인의 이야
기를 경청함으로써 이상주의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
의 이상주의를 현실적으로 비판하고 재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셸리는 이상주의와 염세주의 간의 대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상주의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점
검하였다. 줄리안이 자신의 이상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운 석양은 마달로의 염세주의의 상징으로
제시된 정신병원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줄리안과 마달로와의 사상적 대조뿐만 아니라 광인과의
대조를 통해 이상주의와 염세주의의 이분법적 관계를 해체하고 이상주의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
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줄리안과 마달로』에서 셸리는 이상주의와 염세주의 어느 한 쪽을 절대
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두 관점의 대조와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토론의 폭과 깊이
를 넓혀가면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표방한 이상주의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자신
의 이상주의에 회의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셸리는 『줄리안과 마달로』를 통해 자신
이 추구하던 유토피아적 사상이 좀 더 현실 직시적인 면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었으나, 그가 이
시에서 단순히 이상주의의 회의와 패배만을 묘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환상적 비전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현실세계로 돌아와 패배와 좌절을 직시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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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인식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셸리는 이 시에서 이상주의를 신봉하는 줄리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도 염세적 갈등을 가진 마
달로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는 정돈되지 않은 광인의 독백으로 두 인물의 견해를 해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독자는 이상주의와 염세적 갈등을 좀 더 깊
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시는 셸리가 현실을 냉정히 응시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현실에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막연한 유토피아적 관념을 접
고 현실의 비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상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회의적 사고는 정신을 구속하는 체계로부터 정신을 자유로이 해방시킴으로써, 사고의
변화와 새로운 사상적 재구축을 통해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셸리의 회의적 갈등은 자신이 신봉하고 추구했던 개혁과 이상사회 구축의
희망을 염세적 관점에 의한 재고와 반성을 통해 좀 더 굳건히 하며, 현실을 치열하고 진지하게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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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모던 보이’와 초기 영어의 유입 양상
- 1920, 30년대를 중심으로 김 향 숙
(계명대학교)

Ⅰ
개화기 이후 조선 땅에 서양 언어 영어의 유입과정을 고찰해 볼 때 1920년대를 기점으로 그
전개 양상이 다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먼저, 개항 후 내한한 서양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
져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양 물품을 위시하여 근대식 학교에서의 직접적인 영어교수 또는 그
들과의 일상대화를 통해 새로운 언어 영어가 조선에 유입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
다시피, 500년 동안 쇄국과 함께 한문사용만이 전부였던 조선이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수교한 1882년부터이다. 조미조약 체결 후 조선정부는 1883년 최초
의 영어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설립하고 이 후 1886년 육영공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제도화의 계기
마련은 조선에서 영어의 확산에 기여한다. 이를테면 조선정부가 남학교인 배재학당을 지원할 때
나중에 생긴 한문과(漢文科)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은 없는데 비해 배재학당과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교습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내는 학생 수 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조선정부는
영어교육에 관심이 컸던 것이다.(류방란 179) 또한 당시 영어교육에 지나치게 전념하는 조선인들
을 보고 놀란 아펜젤러(Henry Gehard Appenzeller)가 “왜 영어를 공부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한결같이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한국교육개발원 90)라고 답변에서처럼 일반 계층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영어공부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화기 영어의 확산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주로 미국 맥코믹, 프린스턴, 유니온 신학교 등의 졸업생들 뿐 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
주에서 파견된 영어권 선교사들이 안 밖으로 전도대상자를 조선의 남성 뿐 만아니라 주일학교어
린이, 부녀자, 청년들을 포함시켰으며 성경 공부반, 소규모 대규모 부흥집회, 순회공연을 통한 영
어권 합창 등의 음악 활동, 교회 재단의 근대식 학교에서 성경학습 및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등의 영어권 행사 등과 무엇보다도 연간 3천 명 씩 대기자로 벅 석였던 근대식 서양 병원의 외
과수술활동 등 다양한 전략으로 조선인들에게 다가갈 때 언어 또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
고 당시 내한했던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 알렌(Horace N. Allen)은 “조선에 있는 선교단체는 매
우 우수한 남녀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졸업생이며 더구나 남자는 신학교나 의과 대
학생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학 연구와 통역, 번역 그리고 일반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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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015 158) 고 평가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화기 조선에 영어 유입은 서양선교사들이 크게 역할을 하였다하더
라도 1920년 이 후로 그 지형에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1910년 한일합방 이 후 일본인들이 본
격적으로 대거 조선 땅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191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은 일본 식민지의 정
규 교육을 받았고 일본인 영어교사에 의해 영어교육을 받았다. 공립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의 2/3
가 일본어로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통하여 서양의 언어와 서구를 경험하면서 성장하
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사용이 금지되어 영어 교육의 암흑기에 해당되는 1930년대 중
후반 이전인 1920년 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경성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모던 보이들
의 비가시적인 상징인 그들의 언어 사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기존연구들이 1920
년대와 30년대 모던보이에 대한 그들의 차림새나 생활태도 감수성 등 간과할 수 없이 눈에 띄는
가시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가시적인 측면으로서 모던보이들이 소통하
는 용어로 과잉 사용한 영어에 집중하고자 한다. 번역하지 않고 철자(spelling)없이 소리 나는 일
본식 음가대로 영어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과잉 사용한 사례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개화기 선
교사들의 영어와 비교할 때 소비문화의 일면으로서 1920년대 이후 일본식 발음과 함께 영어의
과잉사용 양상으로 변화 전개되는 영어의 유입과정을 당대 발간된 잡지와 신문 등 실증자료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신문이나 잡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모던’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을 통해 조선에 유입된 영어단어 ‘모던’은 새로운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경
제적 기반이 빈약했던 조선의 모던보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며 모더니즘은 모던보이들이 추구하는
생활형식으로 서구식 소비문화이다. 당시에 서양에서 유입된 눈에 띄는 이색적인 모던보이들이
선호한 모던한 신문물은 주로 생활용품들로서 덕율풍과 유성기 같은 전기나 기계장치, 금계랍(학
질 특효약)이나 커피, 초콜렛, 홍차 같은 음식, 그 외 담배, 자행거(자전거) 그리고 단발머리, 파
마, 양산, 안경, 모자, 스틱 등 서양식 복장 들은 모던의 상징들로서 가시적인 것들이다.
『별건곤』 제 10호 1927년 12월 20일자 “유산자사회의 소위 「근대녀」 「近代男」의 특징, 모-던껄
· 모던-뽀이 大論評”라는 제목으로 박영희는 “근본 말은 영어이지만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온
말” “일본의 신문지와 혹은 『윅크리』에 사진판으로 소위 「모던 껄」 「모던 뽀이」를 陣列해 놓은
것을 무심히 본 기억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 조선에서도 「모던 껄」 「모던 뽀이」를 듣기 시작
했다”로 모던이라는 단어의 출발을 설명하면서 모던, 모던 껄, 모던 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
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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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이란 말은 그 뜻이 「近代 혹은 近代的」을 번역하게 된다. 그 말에다 「껄」 -처녀나 혹은 「뽀이」 -남아-를 붙여서 近代女 近代男이라고하게된다. ...여자가 양장을 하지 않
고는 「모던 껄」 축에 못 끼는 모양 같아 보인다.. 양장이라도 몹시 華奢하고 輕快하여 老
따리아빗 같은 蠱惑的 색깔의 옷과 길고 긴- 「씰크 스타-킹」이 垂直線的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갈 수 없는 한계에 그만둔 그 경계선을 겸비하기 위함인지 「유래스」의 끝이 그 주위
를 싸고 돌았으며 머리는 옛날 예술가들 모양으로 「컷트」하였다. 흑색 비닭이가 땅으로
기는 듯한 움푹하고 뽀족한 발과 구두. 무엇하나 제값 않는 것이 없어 보인다. 머리를 깍
은 사람이니 모자 쓸 것은 그리 신기로운 발견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타오르는 청춘
의 붉은 피가 입술에서 출렁거리는데, 더 붉은 㬻脂를 칠해서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이
그 붉은 빛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찌르게 한다. 이런 사람을 흔히 내 周圍의 사람들은 名
稱하기를 「모던 껄」이란다. 얼굴생긴것이야 물론 갸름하고 동그스름한 것이 많다. 아마 미
인형을 말하는 듯 싶다. 남자도 역시 그 종류의 것이니 요새 흔히 말하는 「랍바소데」니,
무슨식이니하고, 그 體形이 輕快하고 顔色이 여자편족으로 變節하는 感이 있는 듯한 男體
女顔의 사나이를 指稱하는 듯 싶다. 물론 그들에게 얼마나 지식이 있으며 얼마나 사회에
대한 의식과 임무와 책임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나 대개 다니는 곳이 「카페」 「劇場」
「酒店」의 花枊 욱어진 그 속에서 그들의 正體를 發見한다...여자편으로는 대개 遊女, 賣淫
生活女가 많으며 남자로서는 資本家의 아들, 뿌르수와의 後裔들이니 私有財産의 特徵이 즉
遊女, 蕩子의 특징이다. 有産者社會의 近代男 近代女의 생활과 그들 말로는 有産者적 倉庫
로부터 나와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近代的 社會의 頹廢를 상징한다. 近代的! 近代的! 近
代的! 有産社會의 頹廢의 표상은 흔히 보는 노상에 「모던 껄」 「모던 뽀이」들에게 잘도 表
徵되어 있다. (116)

모던 걸과 모던 보이가 자주 거론되자 모껄 내지 모뽀 같은 축약형 단어가 쓰이기도 했다. 1930
년 1월 1일자 『별건곤』 25호 “모던?모던?” 제목으로 “세상이 하도 모던 모던하니까 우리같이 草
土에 파묻혀 있는 시골 뚝이야 알 바가 아니지만 서울 같은 都會地에서야 아마도 모-던 俱樂部쯤
은 생겼겠지요?”라고 당시 모던의 유행에 대해 빈정거리기도 했다. 1927년 12월 20일자 『별건
곤』 제 10호 “모던 껄 비평”에는 단발한 여성을 모단걸(毛斷傑)이라는 신 용어를 써서 모던 걸을
모단 걸로 희화하기도 했다. 1928년 2월 1일자 “諷剌諧謔, 新流行豫想記”라는 제목으로 단발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등 모던 보이보다 모던 걸이 지탄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
던 범벅이 된 세상을 『별건곤』 제 25호 1930년 1월 1일 “모던이씀” 이라는 제목으로 임인생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모던... 모던.. 모던 모던의 세상이다. ..모던! 모든 것이 모던이다. 모던껄, 모던뽀이, 모
던 大臣, 모던 王子, 모던 哲學, 모던 科學, 모던宗敎, 모던 藝術, 모던 自殺, 모던劇場, 모
던스타일, 모던巡査, 모던도적놈, 모던雜誌, 모던戀愛, 모던建策, 모던商店, 모던妓生(조선에
限함)... ... 무제한이다. 사람의 생활에 관한 말에 모던 字가 안 붙는 말이 없고 사람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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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던이란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모던」이란 말은 20세기의 현
대 - 20세기 중에도 1920년 - 아니 1925년 - 아니 1930년 –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던」은 고유명사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모던은 1930년을 중심으로
새로이 생긴 사회적 조건의 반영인 이부 인간생활의 이데올로기를 표시하는 「모던이씀」의
「모던」은 지금에 우리가 한번 밖에는 더 쓰지 못할 고유명사의 「모던」이다. 「모던」의 모
더니씀은 그러면 무엇인가? .. 사회적 조건의 반영인 일부 階級人間의 생활- 미묘하고 첨
예한 –의식의 구체적 경향-이데올로기-가 즉 그것이다. ...모던이씀은 商工業, 金利生活者,
小뿔조아, 살라리멘이 대표하고 있는 소비방면이다. .. 그럼으로 모더니씀은 아머리카니슴
을 모체로 하고 이 세상에 생겨난 일부 消費階級의 문화적 생활형식이라면 타당하겠다...
모더니씀은 전 뿔조아階級(廣義)의 專有物이다... (136-140)

이와 같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모던’(Modern)이 유행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를 포함하여 일상
생활언어에서 영어단어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급증한다. 그러나 당시의 영어 사용의 특이한 점
은 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철자(spelling)없이 소리 나는 음가대로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국어로
옮겨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모던보이들의 소비문화로서 실제 언어로서 소통을 위해 사용
되기보다는 영어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용도로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대’라는 말 대
신 ‘모던’이라는 단어가 도처에서 사용된 것처럼 소리 나는 발음대로 영어를 사용하고 애써 번역
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영어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영어를 과하
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맥에 알맞은 영어차용이 아니라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의미를 가진 사례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잡지 『동광』 22호 1931년 6월 1일자에
실린 글을 보면
「모던뽀이」는 「시크」해야 되고 「모던껄」은 「잇트」가 잇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1931년식
첨단인의 마땅히 가저야 할 現代性이다. 「스마트」한 것을 자랑하는 「모던」은 비록 나팔바
지는 못 입엇을 망정 또는 단발양장은 못 햇을망정 신감각파적 「에로」, 「그로」를 이해치
못해서야 될 뻔 한 일이냐.

위의 두 문장에서 영어 단어는 7개 ‘모던뽀이’, ‘시크’, ‘모던껄’, ‘잇트’, ‘스마트’, ‘에로’, ‘그로’ 를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크, 스마트’ 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에로, 그
로’는 에로틱(erotic) 그로테스크(grotesque)를 지칭한다. ‘잇트’는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하나 『동
아일보』 1931년 4월 6일자 “新語解說”에서 ‘잇트’는 ‘여성의 성적 매력의 모든 요소를 틀어 의미
하는 「모던」語 ’ 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트’ 이것은 미국 「에리노 아그린」의 창작 IT를 右女優 「클라라보-」가 주연하여 영화화
한 이후로 일반화된 「모던」語 이다. IT는 즉 「그것」이란 말인데 여자의 性的魅力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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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말로는 「그것」이라하기보다는 「그거」라 하
는 것이 語感까지를 그대로 옮겨주는 飜譯이라하겠다.

이와 같이 당대 유행한 모던보이들이 즐겨 사용한 영어 단어들 ‘모던’ ‘모던 껄’ ‘모던 보이’ ‘에
로’ ‘그로’ ‘넌센스’ ‘시크’ ‘잇트’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이나 ‘한’ 과 같은 느낌과는 다른 생
소한 정서를 담고 있는 신감각적 영어 단어들이다. 이는 국문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굳이 영어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서구문화를 알고 있는 근대 지식임을 암시
하는 사용자의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1930년 4월 16일 『매일신보』와 『중외일보』는 ‘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레터 페이퍼’라
고 표현하고 있다. 1931년 4월 1일자 “新女性間 流行語”라는 제목으로 영어 철자 H와 M을 설명
하고 있다. (H는 男便이라는 뜻으로 卽 英語 Husband가 男便의 머리글자로 或 Hus까지 불러
「해스」라고도 하였고 M은 월경을 의미하며 英語에 Monthly-water의 머리글자를 떼었다)
위와 같이 영어가 과잉 사용되자 이에 대한 비난이 『별건곤』 28호 1930년 5월 1일자에 다음
과 같이 드러난다.
근일 조선에서도 외래어의 수입이 매우 성행한다. 『신문 잡지에서는 외국어만 쓰니 무식
한 사람이야 어디 볼 수가 있소』하고 투서가 들어오도록 외국문화의 침입은 熾烈하다 이
새로운 침입어가 이중번역의 죄로 名狀하지 못할 혼란을 과하고 잇는 것은 주의할 만한
일이다. (중략) 한자시대는 이미 지나갓다. 「羅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는 대신에 「랏세
투」로 통용이 된다. 영철학가 「버트런트 럿셀」의 칭호다. 조금 用意가 깊게 「랏셀」이라고
역하면 원음에 가깝지만 그 대용 인도 혁명가 「네루-」씨가 그만 「넬」이 되어 버리고 「삐루」가 「삘」이 되어 버린다. 「가후에」 「구리-무」 「모당가-루」 「마네낑가-투」 「리리안깃슈」
「후에아방꾸쓰」 「다이야」 「다꾸씨」 「나듸오」 「곱보」 「낙겟」 전문적 술어가 들어오면 「휴쓰」(퓨쓰) 「기로」(킬로) 「암뻬투」(암페어) 「밧데리」(배터리) 「화스」(퍼스트) 「사-도」(떠드) 「보인또」(포인트) 「시구라루」(씨그널) 「빠루삥」(파라핀) 「암모호스」(암모니음, 포스포
러스) 「마구네슈무」(마그네슘)... 누가 일정한 원칙을 연구할 필요가 잇슬 뜻하다.

위와 같은 외래어를 비롯한 영어 외에도 불필요한 영어사용 사례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싼드위치, 노오벌상, 쎄미날(세미나), 라듸오를 위시하여 1937년 6월 11일자 『동아일보』에는
노숙자 부랑아 대신 룸펜을 사용했고 1921년 5월 1일 『개벽』 제11호 또쓰떠예-쁘시키, 1924년
1월 1일자 『개벽』 43호 뿌르즈와 프로렛타리아, 1931년 12월 27일 『동광』 제 29호 Y談, 1929년
1월 1일자 『별건곤』 제 18호 구쓰(슈즈 구두), 오폐라빡쓰, 1920년 11월 1일 『개벽』 5호 빨늬뽈,
빠스께, ㅌ뽈, 풋뽈, 1932년 9월 1일자 『동광』 37호 로산젤쓰, 1934년 11월 1일 『개벽』 신간 1호
삘툉(빌딩), 구쓰(구두), 1931년 7월 5일자 『동광』 23호 꼬싶(가십) 스폿트(스포츠), 192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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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자 『별건곤』 제 10호 쩨너러이숀(세대), 1927년 12월 20일 『별건곤』 제 10호 빠이오링
(바이올린), 1929년 9월 27일 『별건곤』 쨔쓰빤드 등을 사용했다. 또 영어 사용이 잡지나 신문에
너무 빈번하게 출현하여 『별건곤』 1930년 2월 1일자 “新語大辭典” 카-키-色(khaki), 가스실系
(Gass), 까-제(Guse), 카텔(Cartelle), 카타스트로피(catostrophe), 카타로구(Catalogue), 카타-르
(Catarh), 깨비-(Cabinet), 카멜레온(Chameleon), 카테고리(Category), 컴풀 注射(Campher), 칸
데라(Candeera) 등 영어 단어에 대한 풀이를 통해 사용용도를 알려주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동
아일보』 1931년 4월 6일자 “新語解說” 편에는 유행어 영어의 ‘넌센스’를 무의미라는 풀이해 놓았
으며 미니츄어 꼴프, 로봇도, 스마트, 씨니씨즘 등의 영어가 공공연하게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용
되고 있다.
위의 영어들은 초창기 영어 원어민 선교사들의 영어 발음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카타로구,
밧데리, 화스, 사-도, 보인또, 시구라루, 빠루삥, 마구네슈무 등에서처럼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한
글 표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들은 당시 모던보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으며 대화에서 이 같은 영어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력이 부적절한 것으
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
눈에 보이는 1차적 물품과는 달리 영어라는 서양언어의 사용은 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질로서 대변되는 서구의 신문물이 아니라 지적 수준을 갖춘 근대 지
식인임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기능인 소통의 역할과는 동 떨
어져 있으며 과시를 염두에 두었음을 암시한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규식민지
교육을 받아 일본어 구사력에 능숙했던 모던보이들은 조선교육령 하에 근대교육을 받은 부르주
아 출신들로서 1920년대 중 후반에서 30년대 초 중반 소비문화의 주요계층으로서 소수에 불과하
였다하더라도 신문과 잡지 보도에 중심 화젯거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서양의 언
어와 물품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추구한 이전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양상을 형성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Ⅲ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Thorstein Veblen, 1983)은 미국의 신흥부유층이 사회적
명망을 얻기 위하여 유럽 귀족 계급의 의복, 가구, 장신구, 주택, 오락, 스포츠, 예술을 모방하는
사치스러운 소비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인간의 소비행위가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 있음을 뜻한다. 물품이나 물건의 수요가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으
며 또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실현하는 방식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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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모방, 유행과 같은 소비 매카니즘이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문화에 대한 베블렌의
주장은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므로 성, 직업, 나이, 계급과 신분에 따라 소비하는 품목과 소비하는 방식이 다
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시적 소비행태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뿐 만 아니라 과거 개
화기 근대 서양의 신문물이 유입되어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김향
숙 2).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문과 잡지에서 드러나는 모던 보이의 영어 과잉 사용은 위의 과시
적 소비의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시적인 서구의 신문물과는
달리 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측정 도구로서 지적 수준을 갖춘 근대 지식인임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영어사용은 모던보이들이 주도한 당시의 일종의 소
비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인도, 홍콩, 필리핀, 아프리카의 국가들처럼 영어 모국어 나라의 식민지가 아닌 조선의 영어는
일본을 거쳐 유입되었고 조선의 영어교육현장 또한 일본인 영어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잡지나 신
문에도 일본식 발음이 그대로 사용되어 전파되었다. 일부의 발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사회에서 그
대로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부터 일본은 조선을 문화식민지로 지배하기 위
해 일본의 문화를 대거 조선에 유입시켰다. 조선의 신문과 잡지에서는 일본의 선진문화를 모방하
였고 새로운 신문물을 적극 소비하는데 주도적인 모던보이들은 일본에서 유입되는 출판물을 선
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모던보이를 중심으로 독자층을 형성했던 초기 잡지는 일본 출판물을 모방
하여 대중적 확산에 기여했다.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일본식 발음으로 굴절됨과 동시에 철자
(spelling)없이 소리 나는 음가대로 번역되지 않은 영어가 잡지나 신문에서 소리 나는 대로 앞 다
투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사용언어는 문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자질이며 문
화가 접촉하는 배경에서는 집단구성원의 사회문화적인 표식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문화적 지배
기로 분류되는 1920년에서 1938년에 걸쳐 순수언어로서 유입된 개화기의 영어는 모던 보이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지속됨과 더불어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신문이나 잡지
에서 용어의 변화를 겪으며 눈에 띠게 늘어났다. 1937년 조선어 사용 금지령과 함께 미국과의
전쟁준비로 반미감정이 악해지면서 영어간판 금지, 미국유학금지, 입시에도 영어 과목 배제, 외
국인 선교사 축출 등의 반미 정책과 함께 영어 사용은 급감한다. 그러나 그 때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서 밧데리, 비니루를 포함한 일부 영어단어의 발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사회에서 그대로 통용
되고 있다.

근대 ‘모던 보이’와 e기 영어의 유입 양상 -1920, 30년대를 중심으로- ( 김향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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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 제11호 1921년 5월 1일자
『개벽』 제43호 1924년 1월 1일자
『동광』 제23호 1931년 7월 5일자
『동광』 제29호 1931년 12월 27일자
『동광』 22호 1931년 6월 1일자 “照明彈”
『동아일보』 1928년 2월 1일자 “諷剌諧謔, 新流行豫想記”
『동아일보』 1931년 4월 1일자 “新女性間 流行語”
『동아일보』 1931년 4월 6일자 “新語解說”
『동아일보』 1937년 6월 11일자
『매일신보』 1930년 4월 16일자
『별건곤』 28호 1930년 5월 1일자 “外來語”
『별건곤』 18호 1929년 1월 1일자 ‘모뽀’, ‘모껄’
『별건곤』 25호 1930년 1월 1일자 “모던? 모던?”
『별건곤』 제 10호 1927년 12월 20일자 “현대적 (모-던)처녀, 모-던껄 · 모던-뽀이 大論評”
『별건곤』 제 10호 1927년 12월 20일자 “유산자사회의 소위 「近代女」 「近代男」의 특징, 모-던껄 · 모
던-뽀이 大論評”
『별건곤』 제 25호 1930년 1월 1일 “모던이씀”
『별건곤』 제 18호 1929년 1월 1일자
『별건곤』 제 18호 1929년 9월 27일자
『별건곤』 제 10호 1927년 12월 20일자 “모던껄 비평”
『중외일보』 1930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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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Coffee with English Aroma:
Linguistic Landscape of Cafe Streets in Korea
Jae Hyung Shim & Hohsung Cho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Introduction
Language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formation of landscape in either urban or rural
areas. Landscape of language is termed linguistic landscape, defined by Landry and Bourhis
(1997) as the “visibility and salience of languages on public and commercial signs in a given
territory or region” (p. 23). It was later defined more simply by Gorter (2006) as the “use
of language in its written form in the public sphere” (p. 1). The key point in linguistic
landscape is that it has to be something visible which means that the constituents of
linguistic landscape is written, not spoken, language that makes up various names of business
venues.
Research on linguistic landscape has been done in a number of different aspects. In
non-native English-speaking countries like Korea, one of the most common research focuses
on evaluating the rate of English use on either public or commercial ― or both types of ―
signs in designated areas. The size of research areas vary in size, from one city (e.g. Backhaus
2006; MacGregor 2003) to one country (e.g. Buckingham 2015; Lawrence 2012). While these
studies come up with the importance of English in brand naming in non-English-speaking
countries, there are some studies that focus on the use of English from the start, as can be
seen in Hasanova (2010)’ study of the role of English in linguistic landscape of Uzbekistan
or in Krishnasamy (2007)’s account of the influence of English in advertising in the
Tamil-speaking region of India.
In many countries where English is used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appears to enjoy
a special position as a symbol of modernity and affluence. Due to this widely-accepted public
perception, the rate of English seems to correlate with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 certain
area: the wealthier an area is, the higher the rate of English is. There are studies (e.g.
Lawrence 2012; Weyers 2016) that takes a socioeconomic approach to the topic of linguistic
landscape. In both studies,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English use on
commercial signs and the degree of wealth in different areas. In Lawrence (2012)’s study, the
richer and more commercialized areas like Gangnam or Bundang had more signs with English
than older and less commercialized areas such as Ttukseom and Shinduri Beach. Simi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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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yers (2016)’s research showed that shopping centers in wealthier districts in the city of
Medellín,

Colombia,

had

more

number

of

English-written

signs,

confirm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and ‘prosperity’” (p. 9) that English is exposed to the general
population.
Similar to the observations by Weyers (2016) on the commercial linguistic landscape
(which he called retail landscape) of shopping centers in a specific city,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retail landscape of cafes in Korea ― specifically in two metropolitan cities of Daegu
and Busan. The coffee industry in Korea takes up a sizable economic territory and is in a
steady growth. According to the Agro-Trade & Exhibition Center, the coffee industry grew
by 30.6 percent between 2014 and 2016 in Korea, which is equivalent to everyone in the
country having 300 cups of coffee annually (Economic Review, 2017). This numeric value
is well-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so-called cafe streets,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cafes,
with a variety of both franchise and privately-owned cafes in operation. As much as the total
number of cafes in a cafe street, their names show a high degree of creativity in their name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providing the first impression of each venue.
This study observes the names of cafes in the Jeonpo Cafe Street (Busan) and the
Gyo-dong/Samdeok-dong area (Daegu) and examines how English plays a role in creating a
variety of names that are appealing to the customers. Apart from Seoul, the nation’s capital,
the cities of Daegu and Busan are considered the leaders in food-and-beverage industry in
Korea. It can be characterized in two common phenomenon. First, many of their local brands
(e.g. Mies Container of Daegu and OPS Bakery of Busan) become national brands and have
stores nationwide. Second, there are areas that show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of
restaurants and cafes in many parts within each city, including the cafe streets selected for
the current study, where each venue possesses a distinct and unique brand identity.

II. Methods
Cafe streets in Busan and Daegu ― Jeonpo Cafe Street and Gyo-dong/Samdeok-dong area,
respectively ―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s for the current study. The researcher was
responsible for designating blocks in each district and collecting data. Areas for observation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the cafe streets in each city. In Busan, Jeonpo
Cafe Street is located on both northern and southern sides of the main thoroughfare named
Seojeonno. Except for two cafes (Bruce and FM Coffee Street) that are located on this street,
all other venues are within the boundary of the cafe street designated by the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n Daegu, however, Gyo-dong and Samdeok-dong are both
the names of neighborhoods east of the downtown, these areas are known for a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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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cafes and restaurants in what used to be quiet residential blocks. As a result, the
density of commercial venues in this area is relatively low.
Regardless of their locations either on a main avenue or on a small alley, only the
non-franchise cafes (that is, privately-owned cafes) were included in the data. After a total
number of these cafes for each area were counted, the names in English or the one that have
English

components

were

counted

separately.

Once

this

step

was

done,

these

English-influenced cafe names were further categorized by the source of brand identity, which
I labeled twists. These “twis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lexical, spelling,
and grammatical.

III. Results
Overall findings show that cafe streets in both Busan and Daegu have substantially high rates
of English in the names of cafes. In Busan, there were 56 cafes, while 30 cafes were observed
in Daegu. It was noticeable that the rates of English use in the names of cafes were
remarkably high in both regions: 73.2 percent in Busan and 80 percent in Daegu. The
number of cafes and the rate of English in each city are summarized below:

Busan

Total number of
cafes
56

Total number of names
with English
41

Percentage of
English (%)
73.2%

Daegu

30

24

80.0%

City

Table 1. Number of cafes and cafes with English names in Busan and Daegu

These rates show that how influential English is in the process of brand naming in a coffee
industry, how much ‘power’ it possesses as a driving force of any impact that the name of
a business venue would exert to its potential customers. Krishnasamy (2007) also pinpointed
at the significance of English in advertising that it is “increasingly competing with the
indigenous languages” (p. 41) especially in the countries like India, where multiple local
languages are threatened their positions by the nationwide dominance of English. However,
the reason that the use of English is welcomed in advertising appears quite clear, at least for
Gao (2005), who explained that the use of English is a “marker of modernity,
internationalization, and/or superiority” (p. 828), which went along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nglish in non-English-speaking countries like Korea. Then the question is,
in what ways is English being influential in the names of cafes in Busan and Daegu?
Through analysis, it was found that English is playing multiple roles in the nam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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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cafes, producing different impacts to potential customers. Sometimes it possesses a
semantic implication inside the word, or sometimes it provides an image of the place solely
by the name. Depending on its role, I divided the functions of English into three categories:
lexical, grammatical, and spelling. I called each function a twist, since these features
contribute to further interpretations beyond the letters in a name itself.
Among the three types of twists, lexical twists were most common in both cities, standing
at 75.6 percent in Busan and 75 percent in Daegu. This was a predictable result since the
key to brand-naming is to be brief and meaningful; it is important for customers to get an
image of a certain place from the name before entry. Lexical twists are important in the
naming process since language has a “powerful influence over people and their behaviour”
(Krishnasamy, 2007, p. 40) that the name itself can be a factor of judging the first impression
of each place. Significance of lexical twists is quite clear in the names of some cafes. In
Daegu, there is a cafe named Everglow. The word in a name is a combination of “forever”
and “glow,” which implies that this place would glow forever on a quiet street in downtown
Daegu. Another example is the cafe in Busan named Bruce. If one simply sees the word itself,
there is nothing special. However, this is the English nickname of the owner; the owner of
this cafe puts his name forward not only to show his identity as a professional barista but
also to guarantee honesty in operating his business. The cafe in Daegu named Youth has a
different semantic implication. Due to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youth,” its name
has a feeling that makes the cafe a young and active place. What is common in all these
names is that customers can get an impression on each cafe simply by looking at the name;
lexical twists are nonetheles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By contrast, the rates for the other two (spelling and grammatical) twists were much lower.
Spelling twists appeared more frequently than the grammatical twists: 17.1 percent in Busan
and 20.8 percent in Daegu. This ‘playing’ with spelling occurred in two ways: changes in
spelling or transcription of one language in another. One example to the former case can
be found in the cafe named “Instant Kafe,” a cafe located in Gyo-dong, Daegu. In its name,
“c” in the word “cafe” is written with “k,” following the way that this letter is pronounced.
In doing so, the majority of consonants, [t] and [k], both possess strong bilabial stops, making
the name sound clearly audible as in German while maintaining a unique naming method.
The latter case can be found in Cafe Orandang of Busan. Its name, “orandang,” is not an
English lexicon thus have no meaning in English. Yet the key lies in its Korean name 오란당
(a Korean writing of ‘orand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오란다 (oranda ‘tell someone to
come’) with the “-ng” ending, which is a suffix of an informal sentence ending often used
by young female speakers. Without creating a separate English name, this cafe maintains the
Korean name also in English.
Grammatical twists occurred leasts frequently of all three types of twists in the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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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Two different ways of grammatical changes were observed: a full sentence as a
singular name of the venue or lexicalization of a multi-word phrase into one lexical item.
An example of the first case would be the cafe in Busan named “J. Brews.” “J” appears to
be an initial of the owner of this place, and because it is a singular third-person noun, there
is a suffix “-s” after the verb “brew.” What should be noticed is that all these components
constitute the name of this cafe, thus acting as one-word name. The latter case can be found
in “Withme Cafe,” a cafe located in Daegu. Here, “with me” is a prepositional phrase that
should be written separately between “with” and “me.” However, these two words are
combined to make a pseudo-word that arouse the feeling of friendliness as in a sentence like,
“Drink with me.”

IV. Conclus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linguistic landscape of cafe streets in Busan and Daegu. In doing
so, names of the non-franchise cafes were collected in cafe streets of both cities. Among all
the data collected, the percentage values of English used in the cafe names were calculated.
The effect of English in the process of brand naming was categorized into three “twists,” or
features that make the use and role of English more diverse than what is simply seen in each
name. Among three twists (lexical, grammatical, spelling), lexical twists occurred most
commonly since the name of a place is crucial in forming the first impression on its potential
customers. In addition, there were cases where the names had twists in grammatical use and
spelling, showing a high degree of creativity in the naming process. All these methods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brand identity of a cafe, making each cafe a uniqu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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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and Roman Myths in the Poetry of
Geoffrey Chaucer
Joong-Eun Ahn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all the Greek and Roman myths and their
deeper implications or symbolism in the poetry of Geoffrey Chaucer (c. 1343-1400), the
father of English poetry and the greatest poet in the Middle Age. His poetry is mostly
composed of The Book of the Duchess (1368, 1532), The House of Fame (1379), The Parliament
of Fowls (1381-1382), Troilus and Criseyde (c. 1382), The Legend of Good Women
(1385-1386), and his masterpiece The Canterbury Tales (Tales of Caunterbury, 1387). Chaucer
employs classical myths especially in Troilus and Criseyde, The Legend of Good Women, and
“The Knight’s Tale” in The Canterbury Tales, which will be intensively excavated.
In the first place, Chaucer employs Greek and Roman myths based upon the Trojan War
in the epic Troilus and Criseyde composed in Middle English using rime royale. The poet
delineates the tragic love story between Troilus (Τρωΐλος) the son of King Priam in Troy
and Criseyde the daughter of Calchas the Trojan prophet for the allied Greece. The origin
of their love story is the medieval romance in the 12th century, despite the background is
traceable to ancient classical mythology. In this sense, Chaucer is the first mythopoeist who
influenced Shelley and Tennyson the later mythopoeists. The first version of Troilus and
Criseyde was Le Roman de Troie by Benoît de Sainte-Maure in mid-twelfth century. Giovanni
Boccaccio’s tale Il Filostrato (1340) based upon it in turn inspired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and Shakespeare’s play Troilus and Cressida. Major characters of the poem are
composed of Troilus, Criseyde, Diomedes, Achilles, Priam, Hector, Paris, Helen, Deiphobus,
and Cassandra during the siege of Troy. (Omitted)
Before discussing “The Knight’s Tale,” it is surprisingly noteworthy to remark the diction
“Zephirus” (Zephyrus) the ancient Greek god of the west wind in line 5 of “The General
Prologue” in The Canterbury Tales:
Whan that Aprill with his shoures sote
The droghte of March hath perced to the rote,
And bathed every veyne in swich licour
Of which vertu engendred is the flour;
Whan Zephirus eek with his swete breeth
Inspired hath in every holt and h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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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dre croppes, and the yonge sonne
Hath in the Ram his halfe cours y-ronne; (Chaucer 1989, 3)

“The Knight’s Tale” adapted from Boccaccio’s Teseida (Teseida delle Nozze d’Emilia, The
Theseid, Concerning the Nuptials of Emily) follows “The General Prologue” of the incomplete
Canterbury Tales composed of 24 stories that runs to over 17,000 lines. The first tale is
obviously embroidered with the Greek legendary hero Theseus (Θησεύς, Teseo) and his
activities. In Part 1 of “The Knight’s Tale,” Chaucer portrays the duke Theseus, “lord and
governour” of “Athenes,” and “swich a conquerour” who conquered “al the regne of
Femenye,” namely the Amazons who were formerly named “Scithia” (Scythia) and married
the “quene Ipolota” (queen Hippolyta), the “faire hardy quene of Scithia” (Chaucer 1959,
55-56). Interestingly, Shakespeare’s A Midsummer Night’s Dream (1596) opens with the
dialogue between Theseus Duke of Athens and Hippolyta Queen of the Amazons betrothed
to Theseus in his castle. In lines 56 and 68, Chaucer in order to delineate the pitiable
entreaty towards Theseus of the ladies “in clothes blake” or “wrecched wommen” (Chaucer
1959, 57-59) employs Fortuna the Roman goddess of fortune: “And seyde, ‘Lord, to whom
Fortune hath yiven / Victorie, and as a conquerour to liven,. . . / Thanked be Fortune and
hire false wheel, / That noon estaat assureth to be weel.” Fortuna is the goddess of fortune
and the personification of luck in Roman religion. Fortuna is often depicted with a
gubernaculum (ship’s rudder), a ball or Rota Fortunae (wheel of fortune) and a cornucopia
(horn of plenty). She might bring good or bad luck. The deified “Fortune” recurs in line 632
of Part 2: “Til that Fortune had broght him (Arcite) in the snare.” The miserable women
have been waiting for Theseus “in the temple of the goddesse Clemence” (Chaucer 1959,
59). Chaucer’s diction “the goddesse Clemence” or Clemency refers to Clementia the goddess
of leniency, mercy, forgiveness, penance, redemption, absolution, and salvation in Roman
mythology. The widow who was formerly the wife of King Capaneus (Καπανεύς) implores
Theseus to avenge the sacrilegious treatment of her husband in the War of Seven Against
Thebes. In the end, “His baner” Theseus “desplayeth, and forth rood / To Thebes-ward, and
al his host bisyde” to destroy “the tyraunt Creon” (Chaucer 1959, 61-62), the ruler of the
ancient Greek city after Oedipus. Mars the Roman god of war who is symbolic of the victory
stands with Theseus as in lines 117-18: “The rede statue of Mars, with spere and targe, /
So shyneth in his white baner large.” Next to his banner is borne his pennant “Of gold ful
riche” depicted with the “Minotaur” Theseus slew in the Cretan labyrinth with the witty
help of Ariadne. In the same vein, the Athenian hero “manly as a knight” slew Creon
“which that was of Thebes king” in “pleyn bataille” (Chaucer 1959, 62-63).
After line 147 of “The Knight’s Tale,” Chaucer shifts his attention from the mythological
hero to the two literary figures ― young cousins and knights Arcite and Palam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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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royal” captured in the battle against Creon and carried by the pillagers to Theseus, who
imprisoned them for life in Athens. On a May morning, from the “grete tour” of Theseus’s
castle Palamon bemoans himself at the sight of beautiful Emelye (Emelya, Emily) ― the
younger sister of Hippolyta ― “that fairer was to sene / Than is the lilie upon his stalke grene,
/ And fressher than the May with floures newe ― ” (Chaucer 1959, 66). To the question of
concerned Arcite, Palamon answers by identifying Emelye with Venus, the Roman goddess
of beauty and love in lines 243-49:
I noot wher she be womman or goddesse,
But Venus is it soothly, as I gesse.”
And therwithal on kneës doun he fil,
And seyde: “Venus, if it be thy wil
Yow in this gardin thus to transfigure
Bifore me, sorweful wrecched creature,
Out of this prisoun help that we may scapen. (Chaucer 1989, 30)

Consequently, Palamon and Arcite in the prison are doubly imprisoned in the fierce rivalry
for the love of the beautiful Emelye. Smitten by her beauty, both knights are bound to
Venuslike Emelye, which constitutes courtly love or chivalric romance or romance triangle.
With the intervention of Duke Perotheus (Pirothous), a friend of Duke Theseus, Arcite is
released from the prison upon the agreement that he should be for ever banished from “any
countree” of Theseus and beheaded if caught. The suffering Arcite envies Palamon by saying
to himself that “Thyn is the victorie of this aventure, / . . . / In prison? Certes nay, but in
paradys!” And he admits the above-mentioned Fortuna as in lines 380 and 384: “Wel hath
Fortune y-turned thee the dys,” and “Fortune is chaungeable” (Chaucer 1959, 78-79). On
the other hand, Palamon in prison envies Arcite who is gone by saying to himself that
“Thow walkest now in Thebes at thy large, / . . . / And make a were so sharp on this citee,
/ . . . / Thou mayst have hir to lady and to wyf.” And he bewails himself by mentioning
the Roman god and goddesses Saturne (Saturn), Juno, and Venus in lines 470-75:
But I mot been in prison thurgh Saturne,
And eek thurgh Juno, jalous and eek wood,
That hath destroyed wel ny al the blood
Of Thebes, with his waste walles wyde.
And Venus sleeth me on that other syde
For jalousye, and fere of hym Arcite. (Chaucer 1989, 30)

Saturn (Saturnus) in Roman mythology is equivalent to Cronos (Kronos) Father Time
wielding his diamond scythe in Greek mythology. Thus the phrase “thurgh Saturne”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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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rse of time, or by “the purveyaunce of God or of Fortune” (Chaucer 1959, 80).
Palamon meditates that the jealous Juno is revealed against Thebes and Venus for Arcite is
also against himself. The Knight the speaker concludes Part 1 by questioning the reader
“Who hath the worse, Arcite or Palamon?” (Chaucer 1959, 86).
In lines 527-34 of Part 2, Chaucer employs the Roman myth of Mercurie (Mercury) to
lead the woeful lover Arcite tormented for a year or two at Thebes in his country towards
Athens:
Upon a night, in sleep as he hym leyde,
Hym thoughte how that the winged god Mercurie
Biforn him stood and bad him to be murye.
His slepy yerde in hond he bar uprighte;
An hat he werede upon his heres brighte.
Arrayed was this god, as he took keep,
As he was whan that Argus took his sleep;
And seyde hym thus: “To Athenes shaltou wende,
Ther is thee shapen of thy wo an ende.” (Chaucer 1989, 36)

Mercury equivalent to the Greek god Hermes is a major Roman god, one of the Dii Consentes
within the ancient Roman pantheon. His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as in the phrases,
“winged god,” “sleepy yerde” (sleeping wand), “heres brighte” (bright hair), and “Argus took
his sleep.” In Greek mythology, Zeus in order to free his love-nymph Io the white
metamorphosized heifer, had Argus (Argos, Άργος) the many-eyed giant killed by Hermes.
Disguised as a shepherd, Hermes made all of Argus’ eyes asleep with his spoken charms, and
then slew him by hitting him with a stone. With the encouraging patronage of Mercury in
his dream, Arcite disguises himself as a “povre laborer” named “Philostrate” and goes to
Athens to see Emelye “his lady wel ny day by day” (Chaucer 1959, 89, 91).
Meanwhile, Palamon tormented by his woe and distress for seven years in the prison breaks
out of it by the aid of a friend who gave the jailor a drink mixed with “narcotikes and opie
of Thebes” (Chaucer 1959, 93). Palamon’s intention is to wage war against Theseus with the
help of his friends to win Emelye as his wife. Chaucer in turn to describe Arcite employs
the Greco-Roman myth of Phebus (Phoebus) Apollo instead of the common word “the sun”
in lines 635-36: “And fyry Phebus ryseth up so brighte / That al the orient laugheth of the
lighte” (Chaucer 1959, 95). The poet repeats “fickle Venus” in the song of Arcite in the
grove as in lines 678-80: “gery Venus overcaste / The hertes of hir folk; right as hir day /
Is gerful, right so chaungeth she array.” Chaucer continues to use the Greek myths of Cadme
(Cadmus), the founder of Thebes and Amphioun (Amphion), the builder of Theban walls
as well as Juno in Arcite’s sigh over its annihilation and the defeat of his royal fami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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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 685-94:
How longe, Juno, thurgh thy crueltee,
Woltow werreyen Thebes the citee?
Allas! y-broght is to confusioun
The blood royal of Cadme and Amphioun ―
Of Cadmus, which that was the firste man
That Thebes bulte, or first the toun bigan,
And of the citee first was crouned king.
Of his lynage am I and his ofspring
I am of his lineage and his offspring
By verray ligne, as of the stok royal,
And now I am so caitif and so thral, (Chaucer 1989, 40)

In conclusion, the mythical technique of manipulating numerous Greek and Roman myths
employed in Chaucer’s mythical poems evidently unravels his medieval ideas of chivalric
romance, courtly love, didacticism, and satire, deepening his poetic implications, and
broadening his literary perspective. This paper will lead to another attempt to explore the
Greek and Roman myths in th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the greatest writer in th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Greek and Roman Myths in the Poetry of Geoffrey Chaucer ( Joong-Eun Ahn )

103

NULL

메타분석을 통한 그래픽 조직자 활용 영어 교육의 효과 분석
이 제 영
(전주대학교)

I. 서 론
최근 의사소통능력의 요소 중 하나로서 담화적 지식이 중요해지면서(Bachman, 1990; Canale
& Swain, 1980), 언어 입력(input)이 어떻게 구성, 조직되어있는지 분석하고 그 지식을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표현 기능(productive skill)에 활용하는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Miller & George,
1992; Rafik-Galera, 2005).
최근 영어교육에서도 담화적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글감이 담화적으로 어떻게 조직,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학습자 인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Hyland, 2003; McCarthy, 2001; Scardamalia & Bereiter, 1986).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선, 화살표 등의 배열을 통해 내용,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표
현하기 때문에 글감의 담화적 구조 이해를 촉진시키는 교수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정미나, 차
경애, 2011; Darch & Eaves, 1986; Jiang & Grabe,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나연, 김성연, 2016; 배지영, 2014; Hur, 2014; Lee, 2011). 이에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그래픽 오거나아저가 영어 학습, 특히 응집성과 일관성과 같은 담화적 조직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는 문자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체계적으
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크기가 서로 다르고 상충되는 결과를 지닌 개별 연
구들의 양적 연구 결과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합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예방함과 동시에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분야
를 탐색하고자 한다(Glass, 1976).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문자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조절변인(논문형태, 학교급별, 종속변인 등)에 따라 문자 언어 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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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래픽 오거나이저
인간은 일련의 정보를 네트워크 또는 의미망의 형태로 조직화하여 저장한다(Ausubel, 1968;
Broeder & Plunkett, 1994; Ellis, 2003; Eskildsen, 2008).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이러한 네트워크
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즉 스키마와 새로운 정보의 관계를 도
표, 다이어그림, 플로우 차트 등으로 표현함으로서 배경지식을 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Darch와 Eaves(1986)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공간 배열, 화살표, 선
등을 통해 내용, 구조, 핵심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 및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교수 기법이라고 정
의하였다.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다. Robinson(1998)은 개념지도(concept map), 흐
름도(flow chart), 트리 다이어그램(tree diagram), 모형(matrix) 등을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예로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를 설명하는 사슬(chain), 연속성 있는 연대
기적 사건을 순서로 표시하는 시간선(time line), 평가를 위한 격자도(grid) 등이 사용되기도 하
고, 경우에 따라 위의 여러 유형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통합적인 방법도 있다(김미
혜, 2013).
Ausubel(1968)의 선행조직자에서 파생된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다양한 교육적 장점이 있다. 우
선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형
태로 요약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 및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정미나, 차경애, 2011;
Tinzmann, Jones, & Pierce, 1992). 또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해 구 정보
와 신 정보를 연결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Winn, 1988).
또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독자의 텍스트 이해뿐 아니라 작자의 텍스트 구성에 도움을 주기 때
문에 학습자의 독해 및 작문 활동에 유용하다(Fountas & Pinnell, 2001).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메타분석의 대상은 2017년 9월 중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래픽 오거나이저 관련
연구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검색에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
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등을 활용하였다. 검색에는 ‘영어 그래픽 조직
자’, ‘영어 그래픽 오거나이저’, ‘영어 도식’, ‘graphic organizer’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연구의 수를 최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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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집된 그래픽 오거나이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메타분석에 적합한 연구
를 선정하였다.
(1)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독립변인으로, 영어 읽기 또는 쓰기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실
험 연구
(2)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된 실험 연구
(3)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치(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등)가 빠짐 없이 명확히 제시된
연구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된 학술지 논문과 같이 동일한 실험 결과가 중복되어
제시된 경우 학술지 논문을 기준으로 채택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총 31개의 연구(학술지 5개, 학위 논문 26개)에 수록된 34개의 개
별 연구 세례를 최종 메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분석 기준 및 도구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활용이 학생들의 영어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인 또
는 종속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1>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각
연구 사례를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
변인

코딩값

1. 출간 형태

(1) 학술지 논문 (2) 학위 논문

2. 학교급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3. 처치 기간

(1) 1-8주 (2) 9-16주 (3) 17주 이상

4. 종속 변인

(1) 읽기 (2) 쓰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한 코딩 결과는 메타분석용 통계 패키지인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3을 통해 입력 및 분석하였다.

3.3 결과 처리 및 해석
메타분석은 연구의 특성상 다양한 대상 및 조건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다.
이에 메타분석 관련 연구에서는 Q test라고 불리는 동질성 검정(homogeneity test)을 통 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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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데, 동질성 검정을 통해 효과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의 평균값을 추
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그렇지 않은 경 우 랜덤효과모
형(random effect model)을 채용한다(오성삼, 2002; 이제영, 장경숙, 2017). 또한 동질성 검정은
각 조절 변인, 또는 종속 변인별로 산출된 효과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는 Meta-ANOVA의 실시에서도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서 Q test
를 사용하였다.
한편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1988)의 기준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효과 크기
의 절대값이 ‘.02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500’은 ‘중간 효과크기’, ‘.800’보다 크면 ‘큰 효과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효과크기가 양수일 경우 ‘정적인 효과’, 즉 특정 독립 변인의 처치
가 종속 변인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며, 음수인 경우에는 그 반대, 즉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IV. 연구 결과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용의 효과를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동질성 검정(Q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별 연구들의 결과는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Q=89.066,
df=33, p=.000). 이에 본 메타분석에서는 랜덤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랜덤효과 모형을 통해 산출한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용의 평균 효과크기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용의 평균 효과크기
변인

사례수 (k )

효과크기 (d )

표준오차

95% CI

z

p

읽기

24

.495

.085

.329~.660

5.853

.000

쓰기

10

.914

.088

.742~1.086

10.396

.000

전체

34

.618

.074

.472~.764

8.301

.000

먼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를 통합한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618(z=8.301, p=.000)로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활용은 중간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활용은 학생들의 영어 문자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문자 언어 능력의 세부 요인인 읽기와 쓰기로 구분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
다. 그 결과 읽기 영역은 .495(z=5.853, p=.000)로 중간 효과, 쓰기 영역은 .914(z=10.396,
p=.000)로 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Q=22.828, df=1, p=.001). 즉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활용은 영어 읽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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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보다 쓰기 능력에 더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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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Sung, Dae-Hun and Kim, No-J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 Dae-Hun and Kim, No-Ju.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his paper shows that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can be
explained by s set of constraints those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he correspondence of output
forms, stress clash, type of syllable-weight, etc. Output-to-Output Constraint does not need to consider
the intermediate level of the phonological cycle in order to mark the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Kim (2017) has dealt with the primary stress in derived words by way of accentual types of English
suffixes. Complementary to the study, this paper studies the remaining issue of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by Output-to-Output Constrai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nglish primary stress, English secondary stress, Output-to-Output Constraint, Stress Clash,
Stress shift, Syllable-weight

I. Introduction
Kim(2017) classified English suffixes into three classes by way of adopting a new method
identified as ‘the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i) an accentless class, (ii) an accented
class, and (iii) a floating-accent class. In the thesis, Primary Stress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accentual types of English suffixes. Complementary to the study, this paper studies
English Secondary Stress by way of correspondence of output forms, stress clash, Stress Shift.
types of syllable-weight, etc.

II. English Primary Stress in derived words
2.1 Primary Stress in an accentless class
(1) Addition of an Accentless Suffix to the Base
Base
Derived Word
a. -ing
consIder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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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rimary Stress in an accented class
(2) Addition of an Accented Suffix to the Base
Bases
Derived Words
a. -EE
Interview
interview-EE

2.3 Primary Stress in a floating-accent class
Suffixes of this clas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the regular and the weak mode
suffixes.

2.3.1 the regular: –ic, -ity, -ion, -ian, -atic, -ation, -y (noun forming), etc.
a. Input

b. Foot 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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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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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NFL

d. Align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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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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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the weak mode: –o<ry>/–a<ry>, –an<cy>/–en<cy>, –a<l>, –ou<s>, –a<ble>,
–i<ve>/–ati<ve>, –a<nt>/–e<nt>, etc.
a. Input
*
* *
* <*>
pla. ne. t-a.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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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NFL

d. Alig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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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Locating the Docking Place in English
a. Foot Building
Perform Mora-based Footing from Right-to-Left.
b. Nonfinality at the Foot Level (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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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English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3.1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The word in (3) shows where primary stress is marked.
(3) a. Input
*

b. Foot Building
*

*
* * ** **
co. mmu. ni. ca. tion

(*)
(* *) (**) (**)
co. mmu. ni. ca. tion

c. NFL

d. AlignR-(*)
*

(*)
(* *) (**) <(**)>
co. mmu. ni. ca. tion

*
(*)
(* *) (**) <(**)>
co. mmu. ni. ca. tion

The base communicate has primary stress on its second syllable as illustrated in (5a).
(4) Output-to-Output Stress Constraint. OO-(*)
A stress pattern of a base to be maintained in the base of a derive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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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O-(*)
a. output of base:

b. output of derived word:

*
co.mmu.ni.cate

*
co.mmu.ni.ca.tion

*
*
*
co.mmu.ni.ca.tion
c. output of base and derived word

The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 is regulated by the Output-to-Output Stress
Constraint as shown in (5). The output in (5c) has the primary stress on its penultimate
syllable and the secondary stress on its second syllable.
(6) a. Input

b. Foot Building
*

*

* * * **
e. co. no. mic

(*) (* *) (**)
e. co. no. mic

c. NFL

d. AlignR-(*)
*

(*) (* *) <(**)>
e. co. no. mic

*
(*) (* *) <(**)>
e. co. no. mic

The derived word economic has primary stress on its penultimate syllable. The base
economy has primary stress on its second syllable.
(7) OO-(*)
a. output of base:
*
e. co. no. my

b. output of derived word:
*
e. co. no. mic

*
* *
e. co. no. mic
c. output of base and derive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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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ary stress of the derived word in (7c) is expected to fall on its second syllable
by Output-to-Output Stress Constraint but it is not correct. There is a Stress Clash between
the Primary Stress and the Secondary. The clash can be resolved by movement of the
secondary stress to the first syllable as illustrated in (8)
(8) Stress Shift
*
* *
e. co. no. mic

*
* <- *
e. co. no. mic

IV. Concluding remarks
Kim (2017) has dealt with reclassification of English Suffixes. In the thesis,

English

suffixes are classified into three accentual classes and Primary Stress is explained in derived
words by the accentual types of English suffixes. Complementary to the stud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econdary Stress in derived words by correspondence of output forms, stress
clash, Stress Shift, types of syllable-weigh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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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Default Stress Position of the English Language
시 명 지, 김 노 주
(경북대학교)

Ⅰ. 연구목적 및 배경
- 영어는 한국어에는 없는 강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세는 영어에서 의미 변별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영어강세는 1968년 Chomsky와 Halle의 SPE로부터 시작하여 Liberman
& Prince의 Metrical phonology를 거쳐 Extrametrical의 개념을 규칙화한 Hayes로 이어지면서
전통적으로 끝에서 2번째(penultimate) Mora를 Default position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Default position이란 추가적인 옵션이나 Parameter의 적용 없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선택
되는 Unmarked한 위치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영어강세가 끝에서 2번째 Mora에 위치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파생어의 The
regular floating-accent가 끝에서 3번째(Antepenultimate) Mora에 위치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No-Ju Kim(2017)”에 입
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Simple words의 Default stress position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선행연구 “An Accentual and Metrical Approach to the English Stress System, Kim(2017)”
에서는 English suffix를 (i)an accentless class, (ii)an accented class, (iii)a floating-accent class
의 3가지 accentual classes로 나누고, 파생어의 The floating-accent가 Antepenultimate mora에
위치함을 제시하였습니다. 『The addition of suffixes of a floating-accent class such as -ity, -ic,
-o<ry>, etc. attracts primary stress on the syllable dominating the mora where the
floating-accent docks. The floating-accent will dock on the antepenultimate mora of a derived
words. p.106,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No.66(Feb.2017), Kim:2017』
※ Primary stress in a regular floating-accent class
b. Foot Building

a. 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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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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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pu. bli. c-i. ty
d. AlignR-(*)
*
(* *) <(* *)>
pu. bli. c-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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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uffix가 포함된 파생어(derived words)의 English Stress System에서 The regular
floating-accent를 ‘Antepenultimate’라고 한 선행연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본 연구에서는
Suffix가 포함되지 않는 비파생어(underived words) 즉, Simple Words의 Default stress position
을 밝혀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파생어의 강세(The regular floating accent)가 끝에서 3번째 Mora에 위치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기에 ‘Simple words의 Default stress도 그와 일치하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에서 연
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 본 연구는 1차적으로 Light Syllable에 해당하는 음절구조를 기반으로 일관적인 규칙에 의해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Non-sense words 460개를 생성합니다. 그 후 100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Simple words의 Default stress가 파생어
의 The regular floating accent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Non-sense words의 생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실
험에서는 우선적으로 Light syllable만을 대상으로 CVCV의 2음절 구조를 시작으로 CVCVCV의
3음절 CVCVCVCV의 4음절 CVCVCVCVCV의 5음절 구조까지 각 음절단위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Non-sense words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자음은 bilabial[p], labiodental[v], alveolar[t], [d], velar[k] 5개를 사용하고, 모음은 [a, e,
i, o, u] 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2음절부터 5음절까지 각 음절
별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Non-sense words 생성방법>
2음절 CVCV=10 (2!×5) ⇒ 단어 10개 생성
3음절 CVCVCV=30 (3!×5) ⇒ 단어 30개 생성
4음절 CVCVCVCV=120 (4!×5) ⇒ 단어 120개 생성
5음절 CVCVCVCVCV=300 (5!×5) ⇒ 단어 300개 생성

CVCV의 2음절 구조에서는 자음 bilabial[p]와 velar[k] 2개와 모음[a, e, i, o, u] 5개를 사용하
여 가능한 데이터 총 10개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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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labial[p]v-velar[k]v

2. velar[k]v-bilabial[p]v

1) pa-ka

6) ka-pa

2) pe-ke

7) ke-pe

3) pi-ki

8) ki-pi

4) po-ko

9) ko-po

5) pu-ku

10) ku-pu

CVCVCV의 3음절 구조에서는 자음 bilabial[p], labiodental[v], velar[k] 3개와 모음[a, e, i, o,
u] 5개를 사용(3!×5)하여 가능한 데이터 총 30개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CVCVCVCV의 4음절 구조에서는 자음 bilabial[p], labiodental[v], alveolar[t], velar[k] 4개와
모음[a, e, i, o, u] 5개를 사용(4!×5)하여 가능한 데이터 총 120개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
는 것처럼 bilabial부터 자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하
였습니다.
CVCVCVCVCV의 5음절 구조에서는 자음 bilabial[p], labiodental[v], alveolar[t], [d], velar[k]
5개와 모음[a, e, i, o, u] 5개를 사용(5!×5)하여 가능한 데이터 총 300개를 생성하였습니다. 생성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2-4음절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모음 5개[a, e, i, o, u]와 자음 5개[p, v, t, d, k]를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2음절부터
5음절까지의 가능한 모든 Non-sense words 총 460개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실험을 위한 표본데
이터를 각 음절별로 2음절 10개, 3음절 15개, 4음절 30개, 5음절 45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다음
과 같이 총 100개의 실험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실험을 위해 100개의 데이터는 음절별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
고, 각 음절의 순서를 무작위로 재배열한 후 실험대상자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에 사
용된 100개의 데이터입니다. 본 연구의 데이터 실험 대상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Native 10
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100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각각의 모음이 Silent, Long, Diphthongs이 아닌 Short
vowels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강세나 악센트가 느껴지는 모음에 표기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 강세나 악센트가 느껴지는 모음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실험 결과는 다
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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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Ⅳ. 연구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 파생어의 The regular floating-accent를 ‘Antepenultimate mora’라고 제시한 선행연구
(Kim:2017)의 결과가 Simple words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밝혀내기 위해 2음절부
터 5음절까지의 Non-sense words 460개를 생성하고, 그 중 100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10명의 모
국어 화자들에게 1차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Simple words의 Default stress position을 파생어의 ‘The regular floating-accent’와 동
일한 ‘Antepenultimate’로 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 연구에 대한 1차 실험이 연구대상 집단의 규모 등에서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
은 1차 실험의 결과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Kim:2017)에서 제시한 파생어에 대한 ‘The regular
floating-accent’의 결과와 부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며, 본 연구에 타당성과 시사점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Ⅴ. 연구의 향후 진행방향
- 본 연구의 1차 실험에서는 Mora가 1개인 Light syllable의 CV구조를 대상으로 Short vowels
만을 포함하는 해당 데이터만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2차 실험에서는 Mora가 2개인 CVC구조, 즉 Coda로 인해 Heavy syllable
을 가진 데이터를 생성하고, 3차 실험 역시 Mora가 2개인 CVV의 이중모음 구조를 가진 Heavy
syllable 즉, Long vowels를 포함하는 해당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하여 실험하고, 본 연구를 확장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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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ing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Smartphones,
Non-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Attitudes of the Young
Finn Harv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IT Department)

Usage of smartphones is not only prevalent, so is ridiculing people ― especially the young
― for the usage of them. In pop culture, it is easy to encounter jokes making fun of people

glued to their smart phone screens. These jokes have already engendered an idiom
“smombies” (smart phone zombies). Furthermore, the common attitude among educators is to
treat smart phones as a threat to learning.
This suspicion of smartphones has its institutional analogue: the devices tend to be banned
from public school classrooms; this is certainly the case in South Korea, where they are
banned from public school until the end of high school. Yet, in part because of their
prevalence and their increasing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one is compelled to ask: do they
not also have educational potential? This is a particularly germane question for language
learning, since the devices, with their dictionary and translation apps are very suitable for
working between languages, and, moreover, sinc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ocial media
theoretically lends a widespread means for students to improve their foreign language skills
in a way they enjoy.
These types of openly structured activities inherently incline toward what might be termed
casual translation; that is, translation that is not engaged in in order to gain marks or
produce a “perfect” result, but translation that is employed for communicative purposes
within casual social contexts, such as those one finds in social media. And since the
prevalence of smart phones is such a widespread phenomena, and since social media usage
is one of the favoured activities of smart phone owners (“social media” for purposes of this
paper will include texting: writing conversational interchanges via apps such as WhatsApp,
Kakao, etc.), then it is logical to view social media ― commonly considered a threat within
a classroom context because of its power to distract ― as one means by which a
self-motivated student can improve his/her foreign language skills by engaging in casual
practice and interpretation. There are other smart phone tools such students can utilize as
well: dictionaries, email, self-recording (to improve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and so
forth. In effect, any tool that the machine of a smartphone provides is viable if its creative
usage improves langu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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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ears, the potential of mobile digital technology as a language-learning tool has been
recognized within the field of education studies. El-Hussein et al. (2010) have categorized
mobile learning as “any type of learning that takes place in learning environments and spaces
that take account of the mobility of technology, mobility of learners and mobility of
learning,” and using a mobile phone as the digital machine utilized when studying a language
has been categorized beginning in 1996 by

Chickering and Ehrmann, with Geddes (2004)

and Kukulska-Hulme and Shield (2008) focusing specifically on smartphones. Parallel to this
has been a body of study on using mobile devices for learning generally, with
acknowledgement that the devices remain viewed with suspicion by many within education
(Mellow, 2005).
Yet while researchers within the academic field of education are enthusiastic about
smartphones as an educational tool, and also enthusiastic about their usage in
social-economic settings where smartphones are more accessible than pricey text-books [such
as the case in, for example, parts of Africa], there is resistance to them ― quite noticeable
resistance ― in popular discourse about education. In an article in The Atlantic by Peter
Barnwell, a teacher at Fern Creek High School in Louisville, Kentucky, Barnwell is
adamantly skeptical about the educational benefits that smart phones bring. Alternatively,
smartphones as learning tools also have their supporters. For example, at a secondary school
in the UK called the IPACA, on the Isle of Portland, smartphone usage in the classroom
is embraced.
However, the points I would like to underline for a Korean audience are: 1) That we need
not view smartphones within the classroom as a strict either/or; they could be banned from
some classes, while utilized in other classes in a controlled fashion. 2) Classes devoted to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re frequently most effective when a communicative teaching
style is employed ― i.e.,when students either speak freely or write spontaneously in full
sentences/paragraphs 3) Speaking and writing spontaneously in a foreign language inherently
involves some of the skills of informal translation. 4) Korean students tend to be somewhat
hesitant to speak or write spontaneously. 5) Any tool which could encourage Koreans to
speak/write spontaneously would well be considered as a useful classroom assistant. 6) When
students are motivated enough to self-study, any foreign language activity is useful in
improving acquisition, and this practice often has a “casual” quality 7) Smartphones not only
interest young people because they like mobile digital technology, they also are directly useful
to writing (e.g., dictionary apps as well as search engines that provide research material),
speaking (recording one’s own voice as a memo), listening (recording the instructor’s voice
when lecture material is difficult), and reading (finding useful research material online, or
finding research material that genuinely interests students, such as articles about pop culture
or sports that would increase their engagement in conversation classes and increas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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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ies).
Casual interpretation was an activity inherently embedded in much of the self-study habits
that this last group of students created. Yet paradoxically, when asked about how they felt
about smartphones and whether they were detrimental to education, many university students
answered yes. This was part of a more widespread critique the students had about
smartphones generally, as a seductive technology that, while entertaining and useful, also
carried with it real-world dangers. For example, when I asked them about the phenomenon
of distracted walking, their answers expressed serious misgivings about the behavior one
currently frequently witnesses, and the students were clear that they thought these behavior
patterns should change.
Student one [Korean]:
.. Distracted walking is actually much more dangerous than what we think.... I
think what is needed the most to solve this problem is to give people proper
education. The right way to use smartphones, including while walking, should now
be part of the school safety education. Aside from this parents themselves should
realize the danger distracted walking and instruct the children to put their phones
aside while they’re walking. It is true that we weren’t able to provide the proper
safety education because of the overwhelming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Now that these problems are becoming an issue, we should try to make the fastest
change we can to this through proper education.

However, when asking specifically about smartphones as a learning tool, several students
― especially those who were proactive in creating their own learning exercises ― were

enthusiastic about the positive potential these machines had. What is significant here is the
students were not simply voicing abstract opinions, but basing their comments on tasks they
had already utilized and benefited from as language learners.
Talking to students who used smartphones as an informal learning tool was an invigorating
experience, since the inventiveness and ingenuity of these young people underscored that
smartphones ― like laptops, like other digital devices ― have considerable positive educational
potentia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iversity at which I wo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chool has built an online system it calls “e-class”. Students are therefore
inherently inclined to use their phones since it is an easy way to access homework and find
out about class assignments. Frequent usage of e-class was one activity ― a spring-board, one
might say ― for those students who also used their smartphones as self-study tools.
While doing earlier research with Jonathon Wrigglesworth, Wrigglesworth and I talked to
offered a wide range of activities students used. For example, messaging apps like Kakaotalk
or WhatsApp,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dictionary apps, ebooks that wer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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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s via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so forth. Preferred activities were chatting with
foreign friends in the (student’s) second language, reading or watching English-language
material, and recording one’s voice or those of others.
One Korean student wrote [abridged]:
I use my smartphone when I’m on group work. We can check each other’s
materials by kakaotalk. Especially ‘Group Chat’.... I use e-book a lot. When the
book is too heavy or when I forgot to bring the book to class, e-book is my
lifesaver. ‘Epyrus e-book library’ app is my favorite. And I’m big fan of podcasts,
when I go to bed I always turn on VOA NEWS or other radio channels. It helps
me listening English. Also I can play other radio channels that I missed.... To
watch impressive scene of movie or drama, ‘Youtube’ is the best one.... When I get
boring and feel sleepy during class or when the lecture is too hard to understand
by one time listening, I make voice recordings of lectures. Actually I use it very
often, like once a day. And if there are lots of writings on board, I take photos of
it using ‘silent camera’ app. I don’t prefer writing notes during class, because some
professors might think that I’m texting during the class. And using translate app by
scanning the pictures of english sentences (that difficult for me), I can get the
contents of notes easily.... When I was interested in Spanish and since there are so
many ‘learning Spanish’ books, so it’s too hard to pick one. Then I downloaded
the app ‘Duolingo’ and it helped me.... [2016]

Another student commented about e-class specifically: “I often use smartphone to access
e-class. Since I don’t know when professors will upload notices or assignments, I access
e-class every day(more than once a day).” However, what was of interest was his own habits
with the phone. For example: “I use Facebook the most when I use English. I have some
foreign friends in the U.S. since I have been there as an exchange student for a year. When
I share information, I use timeline or Facebook message. Also I used voice call(an
international call) and video call(Skype) to talk with my foreign friends regularly few years
ago, but we rarely use them now due to the time difference.”
So this student’s ability to use the phone directly as a communication tool varied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his friends, and determined whether or not he would use voice or text
communications. This particular student used at least six different functions on his phone
that were linked to improving his English ability: memos, voice recording, media apps, social
media texting, phoning, and reading. While these activities were sometimes prompted by
classroom activity, they also sometimes were not. The situation was inherently seamless.
Similarly, I would argue, his usage of casual translation was also seamless; that is, employed
when the situation required it.
If teachers are to keep up with technological change within society, at least some degree
124

2018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of smartphone usage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is worth considering: while is
happening at a de facto level in universities, it is not directly planned into curricula.
Moreover, since smartphones ― bann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 are left to be only
tools for personal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y are often
viewed as threats. Yet as the experiments with classroom usage at the IPACA school on the
Isle of Portsmouth show, if smartphones are rigorously controlled in class ― to be used only
for assignments and left face up on one’s desk ― it is possible to bring them into classrooms
even with younger students. And students at the university level who self-study show that
smartphones are easily integrated into self-study regimens. If there is enough of a trend
toward the educational usage of smartphones, then other means for limiting the danger as
distractions might be developed ― for example, apps that temporarily turn off chatting and
texting apps. In these ways, the great potential of smartphones to contribute in a positive
way to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can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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