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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 이하

바렛 브라우닝)의 대표작 『오로라 리』(Aurora Leigh)에 나타난 양성적

비전에 대해 19세기 영국문학사에 연관하여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오로라 리』는 주로 여성주의 비평에서 여성성 또는 여성주

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여성’과 ‘시인’이라는 통상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화해시킨 것이 바렛 브라우닝의 주요한 성취로 인식되면

서, 『오로라 리』의 의의 역시 남성 위주의 서사시 전통을 여성의 입장에

서 전유하고 재창조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바렛 브라우

닝의 지향점이 여류시인(poetess)이 되는 것보다는 여성시인(female poet)

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남

성 위주의 전통에서 승인될 양성적 시인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바

렛 브라우닝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성시인으로서 글을 썼지

만, 자신의 글쓰기가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과 유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시인은 대개 남성이라는 관습적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이러

한 관행을 허물고 여성의 몸으로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것으로 간주되어 온 주류 문학 전통 안에 성공한 여

성시인으로 수용되기를 원했다. 따라서 『오로라 리』에서 보인 오로라의

양성성에 대한 추구는 바렛 브라우닝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였던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렛 브라우닝의 시 『오로라 리』에 나타난 양성적 비전

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 오로라가 양성성을 얻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

러한 양성성이 19세기 영국문학사에서 새로운 시적 가능성을 제시했음을

밝힌다. 1장에서는 오로라의 억압된 여성성에 관해 살펴본다. 오로라는 남

성적 문학 전통 안에서 성공한 여성시인으로 자리 잡고자 여성성을 억압하

고 당대 가부장적 시선을 대표하는 롬니(Romney)의 청혼을 거절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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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로맨스 플롯을 거스르는 오로라의 거절은 당대의 남성중심적 사고와

그에 의해 규정되어 온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롬니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오로라는 자기 본연의 정체성의

일부인 여성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시인

이 되기를 원한 오로라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여성과 시인의 화해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였기에 글, 특히 시를 위

해 여성성을 억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오로

라의 이러한 딜레마가 왈디머 부인(Lady Waldemar)과 마리앤(Marian)을

만나 더욱 긴장된 국면을 맞고, 그 결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얻게 되는 과

정을 탐색한다. 롬니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왈디머로 인해 자극된 여성다움

과 가정에 대한 열망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닌, 마리앤을 통해

배운 자매애와 모성애를 기반으로 한 여자의 자매가 되고 한 아이의 어머

니가 되는 삶으로 발전한다. 마리앤과의 만남부터 모성애와 자매애의 발견

은 오로라를 성숙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 된다. 작품의 서두에서 언급한 오

로라의 “더 나은 자아”는 곧 “여성의 자아”이고, 여성의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심적 요소는 어머니이자 자매로서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성만을 전면에 부각시켜 남성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억압된 여성성을 되살려 양성의 소통과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성은 곧 계급의 벽을 허물고 국가의 경

계까지도 허물면서 화합과 통합의 공동체적 비전을 도모한다. 마지막 장에

서는 양성성을 내세운 화합과 그로 인한 오로라의 예언자적 시인의 비전을

살펴본다. 오로라는 성숙의 과정을 통해 억압한 여성성을 드러내고 발전시

켜 정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이 화합하는 양성적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른

다. 양성적 시인으로서 오로라는 예술과 인간을 연계하고 공적 양육, 사적

성취를 화합함으로써 사회 개선의 가능성을 찾아간다. 다시 만나게 된 롬

니 역시 성숙의 과정에서 남성중심성을 벗어날 뿐 아니라, 오로라와의 화

합을 통해 그가 희구하는 역할 역시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정된 범주를 허

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성과 계급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가부장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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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극복하는 양성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시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에 대한 비전은 남성과 여성은 물론, 지상과 천국, 어둠과 빛, 시간과 영원

모두를 초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로라 리』에서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

을 통해 시대를 재현하는 한편, 오로라가 양성적 시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

정을 통해 시인의 공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바렛 브라우닝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라는 여성성의 억압과 부정, 발견과 재발견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양성성을 회복함으로써 시인의 비전에 도달하고 영웅적 성취를

예고한다. 『오로라 리』에서의 양성성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성과 계급, 그리고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진정한 의미

에서의 화합과 조화를 제시한다. 이처럼 바렛 브라우닝이 보여준 양성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를 통해 새로운 시를 쓰고자 한 그녀의 열망과 그 의의

를 고찰하며 본 논문은 끝을 맺는다.

주요어: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오로라 리』, 양성성, 예언자적 시인

영웅, 여성 서사시, 19세기 영국 여성시인

학번: 2012-21370





- v -

목차

국 문 초 록 ·············································································· i

Ⅰ. 서 론 ············································································ 1

Ⅱ. 본 론 ············································································ 10

1. 오로라의 억압된 여성성 ················································ 14

2. 모성애와 자매애를 통해 얻게 된 공동체적 비전 ·· 37

3. 양성적 존재로 거듭난 오로라와 롬니 ······················· 57

Ⅲ. 결 론 ············································································ 78

참고문헌 ··················································································· 84

Abstract ·················································································· 90





- 1 -

Ⅰ. 서론

소설문학이 크게 융성했던 빅토리아 시대에 시문학은 오랫동안 큰 주목

을 받지 못하였다. 빅토리아 시문학은 낭만주의 시에서 현대시로 옮겨 가

는 과도기의 문학 정도로 인식되면서 문학연구에서 낭만주의의 아류로 취

급되었다. 20세기 후반 들어 빅토리아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다소 활발해

지지만 이것도 이 시기 시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주로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과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등 남성시

인에 대한 연구에 치우쳤다. 이러한 빅토리아 시문학 연구 풍토 속에서 가

장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은 이 시기 여성시인에 대한 연구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여성들이 시를 썼던 시기였다. 엘리자베스 바

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 이하 바렛 브라우닝), 크리스티

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와 같은 여성시인들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

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고, 이들 외에도 문학잡지에 종교시 등을 기고하

던 수많은 무명의 여성시인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

성시인들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주된 원인은 당대에서 그 이후로 이어

져온 이들의 시에 대한 편견 탓이다.

빅토리아 시대를 포함하여 19세기 영국의 문학 환경은 여성시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소설이 주요 문학 양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

던 이 시기에 시문학 전반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알란 신필드(Alan

Sinfield)는 “주변화”(marginalised)(18)1)라는 단어로 19세기 시의 사회적

위상을 설명한다. 이는 당대 영국사회가 산업화에 따른 큰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담은 여러 담론 중에서 시가 지닌

1) 19세기 영국에서, 시인은 전통적인 영웅이나 예지자라기 보다는 시의 미학과 즐거움

을 추구할 줄 아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신필드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공리주의적

태도였다. 즉, 시는 즐거움의 도구라고 바라보는 태도이다. 신필드는 “시는 그것이

현실의 생활조건을 언급하지 않는 한에서 공리주의적 세계의 가치 있는 일부가 되

었다”는 점에서 “시는 주변화 되었다”(marginalised)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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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문학 내적

인 상황도 여성시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문학잡지의 편집과 책의 출

판 등이 사실상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기에 여성들의 시가 출간되어

독자를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여성들은 꾸준히 시를 썼고, 이들의 시는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

기도 했다. 펠리시아 히먼스(Felicia Hemans)의 시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

고 엘이엘로 알려진 랜던(Letitia Elizabeth Landon)의 시도 큰 인기가 있

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시인인 바렛 브라우닝과 로제티 등은 당대나 지금

이나 19세기의 대표적 여성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여성시인들이 누렸던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시대 남성시인들과 동등한 문학적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19세기 당대에

출간된 많은 여성시 선집과 비평서를 보면 이 시기 여성시인들은 남성시인

들과 구별되어 ‘여성시인’(poetess)으로 불렸고 이들의 시는 ‘여성시’라는 이

름으로 구분되었다. 당대의 남성 비평가들에 의해 주도된 ‘남성시(인)’과

‘여성시(인)’의 구분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여성시(인)을 폄하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2) 당대인들은 여성은 이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존재라고 믿었고 따라서 여성은 고도의 지적 행위인 시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대의 비평가 리차드 폴웰르(Richard Polwhele)의 저서

에는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여성작가들이 글쓰기를 통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매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부터 애나 바볼드(Anna Barbauld),

매리 로빈슨(Mary Robinson), 샬롯 스미스(Charlotte Smith), 헬렌 윌리암

스(Helen Maria Williams)에 이르기까지 당대에 활약한 대부분의 여성작가

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열거하면서 조롱하였다. 폴웰르는 특히 울스턴크래

프트를 “여성을 대변하는 대담한 투사”로 칭하고서, 어떤 예의범절로도 그

2) 앤 멜러(Anne K. Mellor)는 "The Female Poet and the Poetess: Two Traditions

of British Women's Poetry, 1780-1830"에서 남성적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시인

의 전통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노력에서 “여성시인”(female poet)과 “여류시

인”(poetess)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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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저지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3) 이는 여성의 글쓰기를 용납할 수 없

는 남성비평가들의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준다. 남성이 만든 문화의 제도적

인 울타리를 넘어 여성작가들이 글쓰기를 감행해보려고 하였을 때 그들의

글쓰기를 용납하지 못한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고 또

‘여성시’의 시적 가능성을 제약했다.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의 장르라고 인정되었던 영역은 부수적인 주제의

소설과 상업적 형식의 드라마, 혹은 가정의 관리·교육과 관련된 장르, 도덕

적인 교훈서 정도의 문학적 형식이 전부였다. 한편 남성은 심오하고 철학

적인 분야의 글쓰기에 적합하다는 문학적 전통이 수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학적 환경 속에서 여성이 예절서와 같은 장르에 적합하다고 여겼던 근거

는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대 남성의 시선에 비친 여성은 숭

고한 장르의 문학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

하였던 것이다(Kelly 110). 따라서 영국의 문단에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글

쓰기는 여성의 몫이 아니었으며 특히 시라는 장르는 더욱 더 여성에게 허

용되지 않는 영역이었다. 전통적인 시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공적으로

정치를 논하는 것도 남성의 몫이었다. 따라서 여성이 시인이 되어 시를 발

표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부장적 문화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

쳐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영국 여성작가들은 가능한 한 간접적이고

완곡한 전략을 통해서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어내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었

다(Poovey 42). 재능이 있는 다수의 여성작가들이 사회의식을 표현하기보

다는 감성에 의존하여 ‘감수성의 시인’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던 태도는 그녀

들이 남성중심적 사회가 정해 놓은 규율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였던 것

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19세기 여성시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여성시인’이라

3) 폴웰르는 그의 저서 『성을 벗은 여성』(The Unsex'd Female)을 통하여 당대 여

성시인들의 ‘여성답지 못한’ 태도에 크게 반발하였다. 그는 여성시인들이 주어진 여

성성을 벗어나 비감성적이고 복종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여성시인들이 성스럽고, 감정이 풍부하며, 순종적인 여성

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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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분에 대한 강한 자의식은 남성시인들의 시가 이루어 낼 수 없는 새로

운 시적 세계를 여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여성은 정숙한

아내, 좋은 어머니,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당대의 전형적 여성상과 연관되어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아울러 종교적 경건함과 감성적 정서가 풍부

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품성들은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었던

당대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적 품

성들이 문학적으로 추상화되어 구현되는 미덕, 사랑, 인내, 종교적 영성 등

은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시적 요소로 인식되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제국주의적 팽창이 계속되던 시대에 도전, 개척, 정복 등의 남성적

가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

적 품성들을 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시로 구현해 냄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치유책과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한 남성중심적 가치질서가 만연한 사회에서 주류층이 미처 알 수 없는 사

회 구조의 문제점을 피지배자인 여성들이 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기에 여성시인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 역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여성들의 시는 자신들의 제한된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듯, 대부분 사랑과 결혼 혹은 신앙과 관계된 제한된 소재를 단조롭

고 과장된 여성적 감수성으로 그려내는 데 그치고 만다. 자연히 이들의 시

에는 여성의 사회적 처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 시어도어 로스케(Theodore Roethke)는 그의

저서를 통해 당대 여성시가 받았던 비난에 대해 언급한다.

... 가장 빈번한 비난 중 두 가지는 (주제와 감정적인 어조에서) 범위의 협소함

과 유머 감각의 부족이다. 진짜 재주를 가진 작가들 가운데 개개인에 따라 다른 미

학적, 도덕적 결함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장황함, 하찮은 주제의 윤색, 삶의

표피에만 관심을 갖는 것, 영혼의 진정한 고뇌에서 도피하는 것, 실존의 진실에 직

면하기를 거부하는 것, 서정적이거나 종교적인 체하는 태도, 내실과 제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신에 대항하여 아주 작은 발자국을 찍거나, 작가가 완전함을 재

창조했다고 암시하는 교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운명과 시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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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어 대는 것, 여자의 운명을 한탄하는 것, 징징대는 것, 똑같은 시를 50번 정도

쓰는 것 등등 ... (길버트 & 구바 176 재인용)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히먼스의 시를 편집한 윌리암 로제티(William

Michael Rossetti) 역시 그녀의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드러낸다.

히먼스 시의 약점은 단지 ‘여성적’ 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상황에 따라서

는 비난이 아니라 칭찬일 수도 있는 말인데), ‘여성’시라는 점이다. 그녀의 시는 여

성다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과시하는 반면, 여성의 단조로움을 지니고 있기도 하

다.

One might sum up the weak points in Mrs. Hemans's poetry by saying

that it is not only 'feminine' poetry (which under the circumstances can be no

imputation, rather an encomium) but also 'female' poetry: besides exhibiting the

fineness and charm of womanhood, it has the monotime of mere sex.

(Armstrong 320 재인용)

여성에게 정숙한 아내와 좋은 어머니,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 정도의 지

극히 제한적인 사회적 역할만을 요구하던 당대 사회가 여성시에서 기대했

던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

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를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불평등한 남녀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균열을 종교적 신앙심으로 극복하는

소극적 태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만이 큰 거부감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당대 여성시인의 시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언급

과 개입보다는 개인 차원의 사랑과 결혼, 신앙의 문제를 섬세한 여성적 감

성으로 그려내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히먼스 시 편집자가 그녀

의 시에서 읽어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여성적 섬세함과 매력이다. 그러나

히먼스의 시가 보여주듯이 제한된 소재와 제한된 사회적 감수성을 바탕으

로 한 이 시기 여성시는 사랑과 결혼, 신앙심에 대한 지극히 단조로운 서

정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단조로움은 시의 문학적 가치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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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렛 브라우닝은 여성시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제한 안에서 동시대의

어느 남성시인에게 뒤지지 않는 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시인이었다. 그러나

바렛 브라우닝은 당대에 누린 커다란 인기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까지

의 문학 비평에서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이것은 영국 문학사에서 바렛

브라우닝의 위치가 그만큼 모호하거나 논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테니슨이

계관시인에 오를 때, 바렛 브라우닝이 그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가 된 점과

『오로라 리』(Aurora Leigh)가 출판되었을 때 알저논 스윈번(Algernon

Charles Swinburne), 윌리암 로제티(W. M. Rossetti), 월터 랜더(Walter

Savage Landor)등이 호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위

치는 확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99년에 바렛 브라우닝의 연애편지

가 출판된 후, 그녀는 19세기의 주요 영국 시인들 중의 하나이기보다는 사

랑 이야기의 여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Leighton 4). 마조리 스톤

(Marjorie Stone)이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에 이르면 1850년의 계관 시인의 후보자이자 『오로라 리』의 저자

는 문학사에서 사라지고, 『포르투갈인에게서 온 소넷들』(Sonnets from

the Portuguese)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낭만적 여주인공으로서 그

녀의 모습만이 남게 되었다(217). 19세기 영국에서 이례적인 여성시인의 문

학적 성공은 성공한 남성시인의 아내이자 로맨스의 주인공으로서의 바렛

브라우닝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그녀는 장편시 『오로라

리』의 작가이기보다는 ‘여성’ 서정시인으로만 기억되게 되었다.

바렛 브라우닝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된 것은 코라 카플란(Cora Kaplan)

이 1978년에 서문과 더불어 그녀의 시를 편집하여 출판한 이후, 안젤라 리

이튼(Angela Leighton), 헬렌 쿠퍼(Helen Cooper), 도로시 머민(Dorothy

4) 이소벨 암스트롱(Isobel Armstrong)은 그의 글 “‘A Music of Thine Own’:

Women’s Poetry – An Expressive Tradition”에서 "건강한 시"(healthy poetry)의

정의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 그가 말하는 "시 혹은 건강한 시의 정수는 확장, 밖으

로 뻗쳐 나감, 경계를 허무는 것“(Expansion, movement outwards, the breaking of

barriers, is the essence of poetry and the essence of healthy poetry)이다. 이러한

관점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19세기 영국의 여성시는 시가 가진 문학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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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min), 스톤 등의 비평가들이 바렛 브라우닝의 시적 성취에 주목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어온 비평에서 『오로

라 리』는 여성성 또는 여성주의에 주로 치우쳐져 연구되었다. ‘여성’과 ‘시

인’이라는 통상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화해시킨 것이 바렛 브라

우닝의 주요한 성취로 인식되면서, 『오로라 리』의 의의 역시 남성 위주

의 시 전통을 여성의 입장에서 전유하고 재창조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바렛 브라우닝의 지향점이 여류시인(poetess)이 되는 것보

다는 여성시인(female poet)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녀가 남성중심

적 문학 전통으로부터 유리된 여성적 혹은 여성주의적 문학의 창시자가 아

니라,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남성 위주의 전통에서 승인될 양성

적 시인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그녀의 양성성에 대

한 지향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그녀의 작품을 완전히 음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바렛 브라우닝은 여성적 감상성에 머물던 앞 세대 여성시인들의 이른바

‘여성적인’(feminine) 여성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여성시인들

특유의 여성적 부드러움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주제가 협소한 것에 대

한 불만 역시 가지고 있었다. 바렛 브라우닝 자신 역시 발라드 로맨스나

경건한 종교시 등 다른 여성들이 쓰던 시들을 쓰기도 했으나 이런 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여성시인이라는 범주 안

에 가두고 있었지만 기존의 여성시인 대열에 편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팰리시아 히먼스」(“Felicia Hemans”), 「엘이엘의 마지

막 질문」(“L.E.L’s Last Question”) 등의 시에서 앞 세대 대표적 여성시인

인 히먼스와 랜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바렛 브라우닝은

이들의 시에서 당대의 여성문제와 그 밖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

여되어 있는 점을 아쉬워했다. 때문에 바렛 브라우닝은 히먼스와 랜던의

시와는 다른 새로운 여성시를 쓰고자 했고 그러한 노력은 아동, 여성, 노예

등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아이들의 외침」(“The Cry of the Children”),

「필그림 곶의 도망가는 노예」(“The Runaway Slave at Pilg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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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와 함께 1857년 『오로라 리』에서 구체적 결실로 나타났다. 그녀는

특히 『오로라 리』를 통해 ‘남성시’라 여겨지던 서사시를 여성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당대의 여성문제에 관한 그녀의 생각을 내보인다. 남성에게만

허락된 영웅의 면모를 여성시인 오로라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주변부에

서 중심으로 위치시킨 것이다.

이제껏 서사시는 장르의 위계에서 비극(tragedy)과 더불어 최고의 위상

을 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서사시의 주인공은 군사적 용맹이나 사회적

지도력을 지닌 ‘영웅’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서사시가 고도로 세련된 문

학적 기교로 숭고한 업적과 원대한 이상을 기리는 시의 형식임을 시사한

다. 서사시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은 이 장르를 ‘남성적인’ 장르로 인식

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이 서사시와

소설을 비교하며 서사시의 세계는 국가의 영웅적 과거이자 아버지들과 가

정의 창시자들의 세계라고 규정한 것은 서사시를 남성적인 장르로 인식한

하나의 예이다(13). 버나드 슈와이저(Bernard Schweizer) 역시 서사시는

모든 문학 장르 중 가장 배타적으로 성별 부호화되어있고 서사시와 남성성

은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지적한다(1). 이렇듯 문학 전통에서 서사시

는 남성중심적인 장르로 간주되어 왔다. 장르에 내재된 이러한 이분법적

성 의식은 남녀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남성시인이 서사시를 쓰

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여성시인들이 서사시를 쓰는 일은 문화

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남성의 영역으로 정해진 서사

시는 여성시인들에게는 철옹성과도 같았고 따라서 여성시인들은 개인적이

고도 주관적인 서정시에 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 리』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 화자를 영

웅으로 제시하며 서사시의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영웅상에 도전하였다. 그

녀는 한 여성시인이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보편적이고도 영웅적인 이

상을 탐색하는 한편, 여성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작가로서의 견해를

드러낸다. 바렛 브라우닝은 여성을 서사시의 작가이자 영웅으로 등장시켜

남성위주의 서사시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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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잔 프리드먼(Susan Stanford Friedman)은 「성과 장르의 불안」

(“Gender and Genre Anxiety”)에서 바렛 브라우닝이 서사시를 여성화하였

다고 평한 바 있다(210). 즉, 여성에게 배제되었던 서사시를 ‘여성들의 장

르’라고 여겨진 소설과 서정시에 접목시켜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낸 “여성

서사시”(female epic)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껏 논의되어왔던 『오로라 리』를 여성주의적 관점이

아닌, 바렛 브라우닝이 지향한 양성성을 주요 논점으로 삼아 작품을 분석

한다. 1인칭 주인공 화자 오로라의 성숙과정에서 그녀가 시인이 되기 위해

억압해왔던 여성성을 주변의 도움으로 회복한 후 양성성의 자질을 내세워

공동체적 비전을 가진 공적 시인영웅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여정을 탐색하

며 오로라를 분신으로 내세운 바렛 브라우닝이 19세기 영국사회의 틀에 박

힌 ‘서정적 여성시인’에서 벗어나 장르적, 내용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여성

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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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오로라 리』의 오로라에게 있어 영웅적 자질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로라의 영웅적 사명은 그녀의 시적 성취와 동

일한 맥락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오로라가 시인이자 서사시의 영웅으로서

거치는 여정은 남성이 서사시의 영웅으로서 겪는 여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과 장르에 대한 ‘통상적’ 불일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가 관행적으로 남성적 장르로 인식되어 왔고

주된 시적 성취 역시 남성작가들이 이룬 것으로 간주된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이 시인으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과 긴장의 요소가 내재해있

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이 서정시가 아닌 서사시를 지향하면서 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더 큰 불안과 위협의 요인이 존재

한다.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를 통해 이러한 문화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여성시인 영웅의 면

모를 보여준다. 이 때 오로라가 보이는 해결책은 사적 성장과 공적 화합을

위한 양성성으로 제시된다. 오로라는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그 이상의 존

재가 될 열망을 암시하며 이항 대립적 성의 구분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

인다. 그녀는 시인이 됨으로써, 성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성적이고도

초월적인 창조자가 되기를 희구하는 것이다.5) 오로라는 시인으로서의 성공

5)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의 성숙 과정에서 “양성성”(androgyny)을 주요한 목표로 설

정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양성성은 개인의 내적 성취에 대한 비유이자 공동체적 화

합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양성성이란 일차적으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을 의미한다. 캐롤린 헤일브런(Carolyn Heilbrun)이 『양성성의 인식을 향하

여』(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적” 혹은

“여성적”과 같은 용어들을 먼저 이해해야지만 양성성을 이해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남성적이란 힘차고, 능력이 있고, 경쟁적이며, 지배하고, 활기차고, 감상적이지 않으

며, 때로는 폭력적인 것과 동일시되었고, 여성적이란 부드럽고, 우아하며, 합리적이

기 보다 직관적이며, 수동적이고, 비공격적이며, 쉽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양성성이란 한 개인 안에 이러한 특징들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헤일브런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양성성은 “성적 양극화”(sexual polarization)와 “성의 감옥”(the

prison of gender)으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ix-xv). 양성성은



- 11 -

을 위해 여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성만을 강화하지만, 모성을 경험함으로써

양성성을 회복하고 포용력 있는 시인으로 성숙한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

성취일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물론 계급 간, 국가간의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적 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렛 브라우닝이 양성성을 시인의 주된 성취로 상정하는 것은 양성성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견해

를 상기시킨다. 그녀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진정

한 창조성은 인간에게 내재한 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상태 즉, 양성성

을 이룬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각자의 안에 두 가지 힘들 즉,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이

관장하도록 영혼의 도면을 서투르게 스케치 해 나아갔다. 남자의 뇌에서는 남성적

인 것이 여성적인 것을 지배하고 여성의 뇌에서는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을 지

배한다. 정상적이고 편안한 존재의 상태는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정신적으로 협

력하며 살아갈 때의 상태이다. 비록 남자일지라도 뇌의 여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갖고 여성 역시 그녀 안의 남성적인 것과 영적교류를 갖는다. ... 아마도 순

수하게 남성적인 정신은 순수하게 여성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를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And I went on amateurishly to sketch a plan of the soul so that in each of

us two powers preside, one male, one female, and in the man's brain, the man

predominates over the woman, and in the woman's brain, the woman

predominates over the man. The normal and comfortable state of being is that

when the two live in harmony together, spiritually cooperating. If one is a man,

still the woman part of the brain must have effect; and a woman also must

have intercourse with the man in her. ... Perhaps a mind that is purely

masculine cannot create, any more than a mind that is purely feminine, I

thought. (102)

울프가 작가의 창작을 위한 이상적인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양성성

일차적으로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의 소통과 공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에 기반

한 이항 대립적 사고와 고정된 성 역할 조차 무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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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대립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조화로

운 상태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울프는 남성의 “창

조”(creation)와 여성의 “출산”(procreation), 혹은 남성의 “생산”(production)

과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극복하고, 한 인간

에게 내재한 양성성이 “자기 발생적인”(self-engendering) 창조성의 근간임

을 시사한다.

양성성은 바렛 브라우닝의 시작(詩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바렛 브라

우닝은 14세 때 포프의 호머 스타일로 『마라톤의 전투』(The Battle of

Marathon)라는 서사시를 썼다. 그녀는 서사시가 “가장 명성 있는 시 장

르”(the most prestigious poetic genre)라고 말한 바 있고, 『오로라 리』

에서도 주인공의 입을 빌어 스스로가 서사시를 쓰고 있음을 역설한다. 바

렛 브라우닝은 사포(Sappho)와 같은 서정시의 모델을 거부하며 “호머의 여

성형”(The feminine of Homer)이기를 희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태

도는, 이소벨 허스트(Isobel Hurst)가 『빅토리아조의 여성작가들과 고전들:

호머의 여성형』(Victorian Women Writers and the Classics: The

Feminine of Homer)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녀 이전의 빅토리아 여성시

인들인 히먼스나 랜던 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글을

쓰며 사포의 “유력한 이미지”(prevalent image)에 많은 것을 빚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사포는 “창조적이고 여성적인 시적 감수성”(creative

feminine poetic sensibility)의 “전형”(epitome)으로 여겨졌지만(8), 바렛 브

라우닝은 사포 혹은 사포의 계승자를 “시적 조모”(poetic grandmother)로

수용하기보다는 시 장르 특히 서사시의 형식을 지닌 장편시를 씀으로써 남

성 위주의 문학 전통의 주류에 편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 『포르투갈인에게서 온 소넷들』에서 보이듯 그녀는 서정시

안에서 자기 탐구에 몰두한 시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 안

에서 느끼는 그녀의 감정, 의심, 열정, 생각, 두려움, 꿈 등을 시에 나타내

고 여성이자 시인으로서 사랑의 의미를 갈구하였다. 이 사적인 서정시에서

만들어 낸 자아는 후에 『오로라 리』의 오로라에게 이어져 오로라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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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에 대해, 동시대의 예술에 대해, 진정한 삶에 대해 말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듯 친밀한 서정시에서 개인적 담화를 배우는 것은 『오로라

리』가 기존의 남성중심의 서사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서사시로 쓰이는

데 일조하였다. 바렛 브라우닝이 보이는 양성성에 대한 강조는 그녀의 대

표작 『오로라 리』에서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과 여성중심적 관점의 융합

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렛 브라우닝 개인에게도, 『오로라 리』의 오로라에

게도 양성성은 성숙하고 성공한 시인으로서 자리 잡고 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자질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오로라 리』에서의 양성성은 시인 예언자인 오로라에게는 물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고를 대변했던 롬니(Romney)의 변화와 각성을 통

해서도 나타남으로써, 서사시의 “매우 영향력 있고”(highly influential) “널

리 공명하는”(far-resonant) 영웅적 자질로 표현된다(Friedman 207). 롬니

는 내러티브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서사시에서 여성이 주변부에

있는 것과는 달리 롬니는 주변부에 있지도, 정적인 상태에 머무르지도, 하

나의 보상 또는 상징도 아니다. 롬니는 오로라와 마찬가지로 발전해나가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롬니 또한 오로라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

중성을 겪게 된다. 그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이중성이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그러나 이

러한 그의 마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력을 잃어 전적으로 오로라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진다. 롬니가 시력을 잃

는다는 것은 그가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를 버리고 오로라와 동등한 위치에

서 성숙한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 뿐

아니라 롬니에게도 양성적이고 예언자적인 인물됨을 부여함으로써6), 여성

시인 영웅 오로라의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AL 6.713)7)에 대한 비

전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6) 롬니의 시력상실과 롬니의 성숙 및 양성성 획득의 상관관계는 본론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7) 작품 인용은 1995년에 펭귄사에서 출간된 『오로라 리와 다른 시들』(Aurora
Leigh and Other Poems)을 참고했으며 표기는 AL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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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 리』에서 오로라 개인이 양성적 시인으로 성

숙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시인의 공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바렛 브라우닝은

개인적 성숙과 시적 성취를 동일한 맥락에서 보여주며, 남성의 자기정의와

자기주장의 매개로 쓰였던 서사시를 여성 영웅시인을 그려내기 위해 전유

한 것이다(Bailey 117). 스톤이 「장르의 전복과 성의 도치』(“Genre

Subversion and Gender Inversion”)에서 『오로라 리』의 ‘소설적 시’(novel

poem)의 시도를 테니슨의 『공주』(The Princess)와 비교 분석하며8) 바렛

브라우닝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이, 여주인공을 서사시의 영웅

이자 음유시인(bard)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렛 브라우닝의 혁신적 실험이자

성공적 성취이다. 바렛 브라우닝은 남성중심의 서사시에 서정시와 소설에

서 주로 보이던 여성의 발전상을 접목함으로써 한 장르만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삶의 다양한 국면과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로라 리』에서의

양성성은 이러한 형식적 결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다양한 목

소리를 담고 성적, 계급적, 국가적 장벽을 허물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합

과 조화를 예시한다.

1. 오로라의 억압된 여성성

바렛 브라우닝은 여성중심적 관점과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을 결합하려는

양성적 지향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오로라의 성숙을 통해 그 양성성이 성취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바렛 브라우닝의 양성성에 대한 지향은 오로라가

담쟁이로 자신의 이마를 장식하는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오로라가 스무

살이었던 해 6월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어있던 이른 아침 오로라는 스

스로가 “너무나 젊고, 너무나 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I felt so

8) 스톤은 테니슨의 서사시가 과거의 기사, 신화에 몰두해 있는 반면 바렛 브라우닝은

동시대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그녀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톤

은 『오로라 리』를 “살아있는 시"(living poem)로 말한 바 있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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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o strong, so sure of God!)(AL 2.13)며 자신감과 야심을 드러낸

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가치 있는 시인들은 죽음이 그들의 이마를 / 뼈

가 되도록 희게 할 때까지 무관(無冠)으로 남아 있다”(The worthiest

poets have remained uncrowned / Till death has bleached their

foreheads to the bone)며, 자신의 이마가 “단테의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Before my brows be numb as Dante's own)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울 것”(I crown myself)을 결심한다(AL 2.28-34). 오로라는 스스로를 단

테와 같은 위대한 시인과 같은 선상에 두고 “왕관을 씌우는” 행위를 통해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시인이지만 남성 위

주의 문학 전통으로부터도 소외되지 않은 양성적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

는 것이다. 양성적 존재로서의 자기규정은 오로라가 왕관에 사용되는 꽃을

선택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월계수는 아니다! 월계수는 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나치게 대담하면 운명은 우리를 거절한다)

도금양도 아니다-그것은 단지 사랑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이른 아침에는 사람들이 감히 만지지 못할 만큼

두려운 무엇이다. 이 마편초속 식물은

열정적인 향기 끝을 긴장시킨다. 그리고 거세게

이 불두화 나무는, 멀리 바람의

손짓으로도 너무나 가냘파, 그녀의 꽃과 과실을 흔들어댈 것이다.

아, 내가 선택할 게 있다. 벽에 있는 저 담쟁이,

그 무모한 담쟁이! 관(冠)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잎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큰 잎, 부드러운 잎이,

나의 덩굴인양 가장자리가 깔쭉했고, 반은 초록빛이었다.

나는 그런 담쟁이가 좋다. 높은 곳을 뛰어넘도록 대담하고

기어오를 만큼 강했다. 디오니소스의 지팡이를 휘감듯이

무덤 위에서 자랄 정도로 좋다. 또 예쁘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다) 머리빗 둘레에 휘감아두면.

'Not the bay! I choose no bay;

The fates deny us if we are over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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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myrtle–which means chiefly love; and love

Is something awful which one dare not touch

So early o' mornings. This verbena strains

The point of passionate fragrance; and hard by,

This guelder rose, at far too slight a beck

Of the wind, will toss about her flower-apples.

Ah–there's my choice, –that ivy on the wall,

That headlong ivy! not a leaf will grow

But thinking of a wreath. Large leaves, smooth leaves,

Serrated like my vines, and half as green.

I like such ivy; bold to leap a height

'T was strong to climb! as good to grow on graves

As twist about a thyrsus; pretty too,

(And that's not ill) when twisted round a comb.' (AL 2.38-53)

자신의 강한 시적 야심과 성취감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는 스스로를 “월계

수”로 장식하기를 꺼린다. 그녀가 계관시인의 상징인 월계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나친 대담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예견하

고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위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안에는

나이 어린 여성시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오로라의 불안감 역시 들어

있다. 사랑을 의미하는 “도금양”을 거부하며 그것이 이른 아침에는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그녀의 불안은 암시된다. 그녀는 스스로가 외

부의 영향이나 격정적인 감정에 취약하리라는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여성성인 ‘사랑’이 오로라를 제한할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때의 오로라는 가시적인 성취가 부재하고 확고한 양성성도

이루지 못한 존재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로라의 상태를 반영하면서도 그녀를 고양시킬 만한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담쟁이이다. 담쟁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높은 곳을 지향하

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끈기 있게 벽을 타오르는 모습으로 묘사된

다. 이것은 ‘남성의 전통’이라는 높고 큰 벽을 타고 올라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려는 오로라의 의지를 암시한다. 담쟁이는 바렛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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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의 개인사와도 연관이 있다. 몸이 약했던 그녀가 주로 누워있던 어두운

방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았는데 그녀의 사촌 케년이 준 담쟁이만이

수년 동안 자라서 그녀의 창을 넘어 그 위 굴뚝 앞까지 줄무늬를 만들며,

은둔처 같은 안쪽에 초록색 빛(greenish glow)을 던져줬다(Markus 14). 이

점을 고려할 때, 오로라가 담쟁이를 선택하는 것은 담쟁이의 생명력과 의

지에 대한 바렛 브라우닝의 예찬 역시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월계수의

찬란한 영광이나 도금양의 사랑 대신 담쟁이의 건강하고 힘찬 의지가 선택

됨으로써, 여성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시적 성공을 거두려는 양

성적 시인의 지향이 더욱 부각된다. 담쟁이 화관에 대한 묘사에는 바렛 브

라우닝에게 큰 영향을 미친 작가로 평가되는 조르주 상드(Georges Sand)

의 모습도 교차되어 나타난다. 오로라의 이름 자체가 상드의 처녀 시절 이

름인 오로르 듀팽(Aurore Dupin)을 본떠서 지어졌고 “무모한 담쟁이”의 덩

굴로 자신에게 왕관을 씌우는 오로라의 모습은 “이마에 담쟁이 넝쿨을 두

르고 파리에 나타난 상드”(LEBB9) 2, 230)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10) 이러

한 점은 상드의 여성주의적 견해와 『오로라 리』사이의 연관성을 짐작하

게 한다. 헨리 촐리(Henry Fothergill Chorley)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듯 바렛 브라우닝은 상드에게 대단히 매료되어 있었다. 이 편지에서 그

녀는 자신은 천재(genius)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조르주 상드야 말로 모든

나라와 시대에서 “최초의 여성 천재”(the first female genius)(LEBB 1,

233)라고 말하며 천재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역시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옹호하는 견해를 보인다. 오로라와 상드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것은 천재시인으로서 오로라의 면모를 통해 바렛 브라우닝의 여

성주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렛 브라우닝이 상드에

대해 쓴 소넷에서도, 상드는 “뛰어난 두뇌의 여성”(great-brained woman)

9) The Letters of Elizabeth Barrett Browning을 줄여 LEBB로 표기.

10) 바렛 브라우닝은 상드에게서 동시대의 영국 작가들에게는 없는 자신과의 감정적,

지적, 정치적 유사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둘 다 열광적이고, 충동적이고, 급진주의자

였으며, 여성주의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오로라 리』는 상드의 특정한 한 소설

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상드의 삶, 철학, 전 작품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합쳐

져 오로라라는 시인 여주인공의 개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Kaplan 15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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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호방한 가슴의 남성”(large-hearted man)으로 묘사된다. 바렛 브라우

닝이 두뇌를 여성에게, 가슴을 남성에게 부여한 것은 상드의 양성성을 한

층 더 부각시킨다. 또한 브라우닝은 상드를 “진정한 천재”(true genius)이

자 “진정한 여성”(true woman)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성을 벗는”(unsex) 천상의 존재와 같다고 예찬한다(CWEBB11) 363). 이

역시 상드를 “성의 감옥”을 벗어난 양성적이고도 신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다. 오로라의 “담쟁이”가 갖는 함의는 상드에 대한 칭송을 환기시키며,

그녀를 닮은 양성적 천재 시인으로서 오로라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러한 오로라의 양성적 지향이 위협받는 것은 자신을 응시하는 롬니를

대면하는 순간이다. 롬니를 발견한 오로라가 놀라는 것은 양성적 시인이자

천재로서 오로라의 자기규정이 당대의 관습과 편견에 어긋나는 것임을 오

로라 본인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쟁이 왕관을 쓴 오로라의 모습

에 롬니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 역시 오로라의 자기규정이 사회적

견해와 배치됨을 보여준다. 오로라의 야심찬 시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녀

의 정체성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롬니를 발견한 후의 오로라는

혼자 있을 때 느꼈던 자신감과 자유가 배제된 모습을 보인다.

나는 거기에 굳어 서 있었다.

팔은, 어떤 파괴된 사원의 밑바닥,

여상주(女像柱)처럼 올려져, 무력하게

이전의 의도를 조롱하는 자세를

고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뺨은

돌이 아닌, 아마(亞麻)로 지핀 불처럼 붉어졌다.

I stood there fixed–

My arms up, like the caryatid, sole

Of some abolished temple, helplessly

Persistent in a gesture which derides

11)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Elizabeth Barrett Browning를 줄여 CWEBB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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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er purpose. Yet my blush was flame,

As if from flax, not stone. (AL 2.60-65)

이러한 오로라의 반응은 남성의 응시에 의해 무력화된 여성의 전형을 보여

준다. 그녀는 마비되고, 무력하며, 수치를 느끼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것은

메두사의 응시를 풍자적으로 인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때는 아름다운 여

인이었으나 아테나의 저주에 의해 뱀의 머리를 갖게 된 공포의 상징 메두

사는 자신의 응시로 남성을 돌로 변화시키는 인물이다. 바렛 브라우닝은

이러한 메두사의 시선을 롬니의 응시에 담고, 오로라는 마비된 여기사와

같이 묘사한다. 양성성을 향한 오로라의 탐색이 쉽지 않을 것임이 예고하

는 것이다. 오로라를 응시하는 롬니의 시선은 양성적 시인의 정체성을 향

한 오로라의 여정을 훼방하는 위협적 요소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쿠

퍼는 이 장면을 오로라가 가진 남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라고 보았다.

쿠퍼에 의하면 시인으로서의 자기규정은 오로라가 스스로에게 남성의 정체

성을 부여한 것이고 종국에는 이러한 거짓 정체성을 벗어남으로서 “진정한

시인”(true poet)이 된다는 것이다(155). 그러나 담쟁이를 선택할 때의 오로

라가 젊고 아름다우며 재능 있는 여성시인이자 단테와 같은 위대한 시인의

반열에 선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것은 남성의 정체

성이기보다는 ‘양성적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녀는 관습적

의미의 여성성에 제한되려 하지 않는 한편, 양성의 특질이 공존하는 존재

로서 시적 성취를 이루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녀가 견딜 수 없

는 것은 남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이 부여한 ‘양성적 천재 시인의 정체

성’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왜곡되고 그로 인해 자기 역시 마비되는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양성적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더 큰 위협은 롬니

가 오로라에게 그녀의 책을 건네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여기 내가 찾은 책이에요!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아요. 형식으로 보아 시이고,

여백에는 그리스어가 쓰여 있어요, 강세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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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그리스어가. 읽었냐구요? 한 단어도 안 읽었어요.

나는 즉시 그 안에 마력이 있다는 걸 알았죠.

읽으면 위험한 유령을 불러일으키는 마력 말이에요.

차라리 마녀를 불러들이는 게 낫지요.’

‘내 책이에요.

당신이 발견했군요.’ ...

'Here's a book, I found!

No name writ on it–poems, by the form;

Some Greek upon the margin,–lady's Greek,

Without the accents. Read it? Not a word.

I saw at once the thing had witchcraft in't,

Whereof the reading calls up dangerous spirits;

I rather bring it to the witch.'

'My book!

You found it.' ... (AL 2.73-81)

“여자들의 그리스어”로 쓰인 책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롬니는 담쟁이 왕관

을 쓴 오로라를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망하는 듯 심각한(grave) 태도

를 보인다. 그는 자신이 찾은 책이 오로라의 것임을 알고 있지만, 여성의

시적 야심에 대해서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내며 오로라의 정체성을 위협

한다. 이러한 롬니의 발언은 제대로 된 그리스어 문법 교육을 받을 수 없

는 여성들이 위대한 시인이 되고자 하는 ‘위험한’ 열망을 품는 것에 대한

사회의 통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허스트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독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언어였고 여성들은 문법학교에서 정

규적인 고전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여성 고전 문학자조

차 고전어로 산문이나 시를 쓰기보다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텍스트를 번역

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에

게 두 언어는 권력과 연관되어 있어 문학적 야심을 가진 여성이 고전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고전 교육은 여전히 남

성의 특권으로 인식되었고, 딸들에게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친다 해도



- 21 -

대체로 여자가 배우는 곳은 집이었으므로 그들이 고전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다(2-4). 여성들은 고전문학을 배움으

로써 성적 제약을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자유 역

시 한계 내에서 얻어지는 자유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오로라가 쓴

“여자들의 그리스어”는 그녀의 문학적 야심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정통 문법을 갖춘 그리스어를 배울 수 없었다는 것은 오로

라가 고전 혹은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에서 주변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리스어를 쓴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시적 야심을 암시한다.

오로라의 고전 교육과 시적 열망은 바렛 브라우닝 자신의 것과도 닮아

있다. 당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바렛 브라

우닝은 동시대의 남성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

다. 그녀는 주로 호머, 에스킬러스(Aeschylus), 그리고 기독교 시인의 책을

읽으며 학자적 관심보다는 문학적 관심을 유지했다. 프랭크 존스(Frank

Pierce Jones)가 「여성 해방에서 고전의 역할」(“The Role of the Classic

in the Emancipation of Women”)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렛 브라우닝은

호머에 관심이 많았고 에스킬러스와 플라톤을 특히 좋아했다. 그녀는 『결

박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Bound)를 번역했을 뿐 아니라, 벤자민

조웻(Benjamin Jowett)이 『플라톤의 저작들』(The Dialogues of P lato)을

번역할 때 정기적으로 자문인의 역할을 했다. 그리스어에 관한 그녀의 지

식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333-337). 한편, 그리스어는 남

성에게나 여성에게나 언어나 문학 이상의 것이었다. 특히 그리스어가 바렛

브라우닝의 사상을 주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

로라의 시에 나타난 “여자들의 그리스어”는 이 제한된 교육 여건 속에서도

고전에 다가가고 그를 통해 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시적 성취를 이루어 내

려는 바렛 브라우닝의 열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욕망이었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

(Gerard Manley Hopkins)가 1886년 딕슨에게 보낸 편지에 “예술가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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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자질은 장인적인 솜씨다. 이것은 일종의 남성적인 재능이며, 특히

남자를 여자와 구분해 주는 것이다. 종이에 생각을 낳는 것, 운문이나 다른

어떤 형식으로든 생각을 낳는 일은 남성적인 재능”(길버트 & 구바 39 재

인용)이라고 말한 것은 비단 홉킨스만의 의견이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문

화를 관통하는 지배적 시각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존

러스킨(John Ruskin)은 그의 저서를 통해, 여성의 힘은 지배나 전쟁을 위

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지성은 창조나 발명을 위한 것이 아닌 가정에서의

상냥한 지시를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여성의 지위를 한정지었다(23).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전통적인 고전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암시된다. 문학사적으로 소설 쓰기는 고전 교육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한 양식이라고 일컬어져왔다. 허스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주의 학자들 역시 가부장적 문화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의 고전

문학과 대립되는 장르로 소설을 상정하고 여성은 소설에 뛰어나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었다(8). 울프의 「그리스어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On

Not Knowing Greek”)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반복된다. 그녀는 셸리(Percy

Bysshe Shelley)가 그리스어 열 세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영어 스물 한 단

어를 사용한 것을 예로 들며, 그리스어를 번역으로 읽는 것은 소용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일반 여성이 고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거

나 불완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진술이다. 이에 덧붙여 울프는 그리스문학

과 영문학의 차이를 비교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엘렉트라와 엠마를 비교하

며, 엘렉트라의 격정적인 대사보다는 엠마의 “저는 당신이랑 춤추겠어

요.”(I will dance with you.)라는 말이 더욱 위대하다고 평가한다. 그녀는

엠마의 그 말이 비록 웅변적이지도 격렬하지(violent) 않을지라도, 언어의

아름다움에 의해 더 두드러진다(striking)고 지적하며 책 전체의 무게가 그

뒤에 있다고 말하기에 이른다(95-104). 울프는 대다수의 여성이 고전교육

으로부터 배제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소외가 아닌 영국문

화와 영어 그리고 소설을 통해 여성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대안적

길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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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의 그리스어에 대한 롬니의 비판은 정규 고전 교육으로부터 여성

이 소외된 상황이 여성들의 시적 열망을 억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바렛

브라우닝은 이러한 오로라의 갈등과 긴장을 통해 자신의 불안 역시 암시한

다. ‘시적 조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설이 아닌 ‘소설적 시’를 쓰고 이를

통해 고전과 서사시의 전통에 잇닿으려는 바렛 브라우닝의 야심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소지

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성과 장르의 불안」에서 프리드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시인들에게 있어서 서사시의 전통 안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철

학적, 보편적, 우주적, 영웅적 담론을 발생시킬 문화적으로 승인된 남성적

권위(culturally granted masculine authority)의 연장(extension)이었지만,

여성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았다(205). 오로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갈등과 긴장을 드러내며 서사시를 쓸 ‘여성적 권위’를

확보해가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롬니의 노골적인 성차별과 비판

은 여성이 서사시를 쓰려는 데 대한 사회의 관습적 사고를 구체화하는 한

편, 이에 대한 오로라의 저항을 표출할 계기를 제공한다. 롬니는 오로라가

‘여성’이자 ‘시인’인 것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말로 표현하게”(verbalize)

해주고, 오로라의 “내면화된 비평가”(internalized critic)의 역할을 담당함으

로써, 사회의 비판과 오로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Cooper

160). 이것은 오로라가 사회의 통념에 저항하는 발언을 하는 계기 역시 제

공한다. 롬니가 오로라에게 “당신에게서는 아직 여자가 되기에 지나친 /

마녀, 학자, 시인, 몽상가, 그리고 그 외의 것”(I have seen you not too

much / A witch, a poet, scholar, and the rest / To be a woman

also)(AL 2.85-87)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여성’과 ‘시인’의 양

립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암시한다면, 오로라가 “심각하게”(gravely)대답하

며 이항대립적 성별화와 통상적인 “여성다움”(womanhood)에 반발하는 것

은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는 그녀의 시적 야심을 구체화한다.

나는 심각하게 대답했다. ‘시인들은 반드시 남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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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여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이라면 유감인 것이죠.‘

‘아,

그러나 남자들도, 여자들은 더욱 더, 다행스럽게도,

시인이 될 필요는 거의 없죠. 그 초록 화관을 굳게 지키세요.

돌과 청동은 꿈꾸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올 수 있고,깨끗하고 흰 실내복을

더럽힐 수 있으니 말이죠. 예쁜 사촌이여.’

I answered gravely, 'Poets needs must be

Or men or women–more's the pity.'

‘Ah,

But men, and still less women, happily,

Scarce need be poets. Keep to the green wreath,

Since even dreaming of the stone and bronze

Brings headaches, pretty cousin, and defiles

The clean white morning dresses.' (AL 2.90-96)

오로라는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열망을 암시하며 이

항 대립적 성의 구분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녀는 시인이 됨으

로써 성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성적이고도 초월적인 창조자가 되기를

희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롬니는 여성은 시인이 되기 어렵다는 관습적 사

고를 답습하는 한편, 그러한 현실을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시인이 된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고, 문학은 쓸모없이 인간을 소모

시킨다는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여성 뿐 아니라 시인까지도 폄하하는

진술로서 여성에게는 성적인 제약을, 시인에게는 사회적 무력함을 부가하

고 강조한다. 롬니는 여성의 지적ž예술적 능력을 무시하고 시인의 공적 기

능을 간과함으로써 오로라를 “깨끗하고 흰 실내복”을 더럽히지 않고 골칫

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아름답고도 평온한 “집안의 천사”로 만들려 한다. 이

처럼 롬니가 자신의 예쁜 사촌 오로라에게 “집안의 천사” 혹은 옷을 더럽

히지 않은 “품위 있는 여성”(proper lady)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은, 그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욕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로라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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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니의 태도를 “세상”의 전형이라고 파악하는 한편, 그것이 지나치게 편협

하고 제한적임을 풍자한다. 그녀가 깨끗하고 흰 실내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움츠려들기보다, 하나님의 사자(死者)들과 더불어 걷겠다고 말하는 것

은(AL 2.102-106) 관습적 사고에 제한된 삶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는 초월적 영광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오로라에게 있어 시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유를 향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

도 스스로 걷는 것을 의미한다.

오로라가 외견상의 “편안함”과 현실의 “순백”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에서

의 “흰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은 죽은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녀가 죽은 다음 화가가 그것을 그렸다.

그리고 얼굴이 끝나고, 목과 손도 끝났을 때,

그녀의 하녀가 영국식 수의를 싫어하여

피티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직물을 가져왔다. ‘저것보다 더 슬픈 것을

그려서는 안 돼’ 그녀는 맹세했다. ‘그러면

가련한 마님을 그릇 대하는 거지.’ 그래서 매우 이상한

효과가 생겼다. 나는, 작은 아이였는데, 무릎을 세우고

몇 시간이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무릎을 가로질러, 반은 공포에 차서, 반은

동경하며, 거기에 있는 그림을 응시하곤 했다.

백조 같은 초자연적인 흰 생명이

그것을 경계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데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힘도 없는 듯 보이는

붉고 뻣뻣한 비단으로부터 나와 위로 항해하는 것을.

The painter drew it after she was dead;

And when the face was finished, throat and hands,

Her cameriera carried him, in hate

Of the English-fashioned shroud, the last brocade

She dressed in at the Pitti. 'He should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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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dder thing than that,' she swore, 'to wrong

Her poor signora.' Therefore, very strange

The effect was. I, a little child, would crouch

For hours upon the floor, with knees drawn up

And gaze across them, half in terror, half

In adoration, at the picture there,–

That swan-like supernatural white life,

Just sailing upward from the red stiff silk

Which seemed to have no part in it, nor power

To keep it from quite breaking out of bounds: (AL 1.128-142)

수의 대신 붉은 비단 옷을 가져온 하녀의 개입에 의해 오로라 어머니의 초

상화는 슬프고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 두렵고도 존경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기서 영국식 수의가 아닌 플로렌스의 궁전인 피티에서 입었던

직물이 어머니에게 더욱 어울린다는 하녀의 판단은 오로라의 어머니가 영

국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유롭고 활달한 이탈

리아의 여성이었음을 암시한다. 오로라의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을 하녀의 판단에 의해 그녀는 어린 자녀를 두고 요절한 가련한 어머니이

기보다는 생명력 있고 위엄 있는 여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오로라는 이러한 어머니의 초상화에서 “백조 같은 초자연적인 흰 생명”의

항해를 봄으로써 제한적이고 관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초월한 아름답고

숭고한 여성의 면모를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12) 오로라의

응시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속박시키는 남성들의 시선과는 달리, 여성의 자

유와 숭고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오로라가 읽고 듣고

꿈꾸는 모든 것은 이 그림과 뒤섞여 시신, 프시케, 메두사, 마돈나, 라미아

등의 여성인물들이 가진 대범함, 위엄, 두려움, 고통, 열정의 이미지가 하나

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합체된다. 오로라에게 있어 어머니를 비롯한 여

12) “흰 색”은 흔히 앞서 말한 “집안의 천사”를 연상시키며 소극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많이 쓰인 색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백조”의 “흰 색”은 초월적 숭고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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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미지들은 “변화와 죽음이라는 불일치”(the incoherencies of change

and death)가 “영원한 삶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신비”(the smooth fair

mystery of perpetual Life) 속에서 “융합되고 합병되어”(mixed and

merged) 하나의 이미지로 재구성된다(AL 1.171-173).

쿠퍼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중 예술가로서의 여성은 없다며 열거된 여

성의 이미지를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한 반영들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지

만(156), 이들 이미지는 오로라의 시각에 의해 재형성되고 재구성되어 나타

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로라 자신이 응시의 주체이자 이미지의

창조자로써 예술가인 여성이기 때문이다. 테스 코슬릿(Tess Cosslett)이 지

적한 바와 같이, 그림의 이미지는 “변화”(change)이기보다는 “전환”(shift)

이므로 영원불변하는 원형적 여성의 이미지를 드러낸다(89). 또한 이것은

여성을 넘어 “전환되는 모든 것의 구현”(the shifting embodiment of

everything)(Mermin 191)으로서 영원불변하는 삶과 예술의 전형으로 자리

잡는다. 오로라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여성인물에 대한 문화적 재

현을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재창조했을 뿐 아니라, 인류와 예

술에 대한 보편적 식견을 얻어 예언자적 존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다. 오로라가 자신의 이상적 삶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의 사자와 더불어 걷는 이미지는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여성인물들이

함께 구현하는 영원한 삶의 이미지와 닮아 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그림에

서 나타난 백조와 같은 초자연적인 흰 생명을 통해, 신적이고 예언자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렛 브라우닝

의 소넷에서 상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을 벗는” 존재로 이상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라 역시 천상의 존재로 성의 구분과 제한을 벗어난 양성

적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롬니는 오로라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위상을 부여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에 대해 가부장적 편견을 드러낸다. 그

는 오로라의 시적 야심을 임종의 자리 옆에서 뛰어 노는 아이에 비유하며,

여성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언자의 지위에 서려는 야심을 무지의 소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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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AL 2.180-182). 그는 남성들을 “우리”로, 여성들을 “그대”로 표현

하며, “우리는 그대로부터 예수님을 얻을 것도, 시인을 얻을 것도 아니라

고”(We get no Christ from you, - and verily / We shall not get a

poet) 단정한다. 롬니는 여성으로부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와 완전한 아내

만을 기대하며 가부장제 하에서 순종하는 어머니만이 숭고한 마돈나가 되

고, 남편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완전한 아내만이 인내심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드러낸다(AL 2.222-225). 이처럼 여성에게 구원의 주

체가 아닌 구원자를 돕는 역할만을 부여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준다. 『제인 에어』(Jane Eyre)의 존(St. John)과 마찬가지로, 롬니는

아내를 ‘남편의 사회적 소명을 돕는 존재’로 규정하고, 여성에게 그녀 자신

의 의지와는 무관한 역할을 강요한다. 그러한 롬니의 오로라에 대한 청혼

은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오로라가 롬니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그

에 의해 규정되어 온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롬니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어머니의 초상화와 문학적ž신화적ž

성서적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 낸, 가부장제를 초월한 이상적인 인

간의 삶을 숙고하고 구현하는 예언자적 존재가 되기를 희구한다. 이처럼

부재하는 어머니에게서 끌어낸 오로라의 시적 정체성은 역설적으로 그녀

자신에게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롬니

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오로라는 사랑을 거부하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아

내와 어머니의 역할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바라 겔피(Barbara

Charlesworth Gelpi)가 「오로라 리: 여성시인의 사명」(“Aurora Leigh:

The Vocation of the Woman Poet”)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롬니의 서투

른(clumsy)청혼을 거절하고, 런던으로 떠나는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오로

라는 남성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41). 비록 그녀가 여성성을 완전히 잊

지는 않을지라도, 롬니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오로라는 자기 본연의

정체성의 일부인 여성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

제 사회 내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한 오로라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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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밤낮없이 창작에 몰두한 시절이 자신과 예술을 위한 시 쓰기와 생

계를 위한 산문 쓰기로 구분되듯, 여성과 시인의 화해라는 그녀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라

는 자신이 쓴 작품을 ‘질병’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그러나 나는

내 심장의 생명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며 내 시 안에서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또한 참으로 불완전하고,

핏 속에는 모두 아담만 있어 병들어 있었지만,

그 종기, 사마귀와 혹조차도

여전히 생명에 의해 조직되고 생명을 암시했다.

...But I felt

My heart's life throbbing in my verse to show

It lived, it also–certes incomplete,

Disordered with all Adam in the blood,

But even its very tumours, warts, and wens,

Still organised by, and implying life. (AL 3.338-343)

오로라의 남성중심적 글쓰기는 “병든” 상태로 요약된다. 여성성을 억압한

상태에서 오로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핏속에 “아담”을 가득 채우

고, 그것을 통해 생명의 시를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기, 사마귀, 혹”과

같은 돌출되고 왜곡된 형상들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글, 특히 시를 위해 여성성을 억압해야 하는 오로라의 딜레마는 왈디머

부인(Lady Waldemar)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긴장된 국면을 맞고, 그 결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얻게 된다. 왈디머 부인은 여성의 육체를 대변하고, 이

기적인 욕망에 사로 잡혀 있으며, 여성시인으로서 오로라의 위상에 대해서

도 비판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등장은 오로라가 아내와 어머니로서

의 역할과 여성성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는 계기 역시 제공한다. 왈디머

는 플롯 상에서 롬니와 오로라의 재회와 결합을 향한 전기를 마련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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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남성적인 시인’ 오로라가 ‘여성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자

극하는 역할을 한다.

오로라를 찾아오는 대목에서 왈디머는 사랑 앞에서 계급의식마저 잊고

조야한(coarse) 인물로 여겨질 것을 감수하는 자칭 “디도와 같은”(like

Dido) 인물이다(AL 3.474). 디도는 여성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랑과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이 좌절되자 자결로 죽음에 이르는 독특한 인물이다. 또한

지옥에서 그녀는 이니아스의 호소에 한 마디 대꾸도 없이 남편 시카에우스

에게로 걸어가며, 자신이 재규정한 정체성을 동요 없이 유지한다. 롬니에

대해 왈디머가 느끼는 사랑은 디도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적이고

절망적이지만, 오로라의 눈에 비친 그녀는 적어도 “그처럼 소중하게 여긴

사랑을 위해 / 그녀의 사회적 체제를 해체한”(breaks her social system

up / For love, so counted)(AL 3.739-740) 인물이다. 오로라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와도 같은 왈디머를 통해 스스로의 욕망 전체를 돌아보게 되고,

지금껏 자신이 추구해 온 것이 남성중심적 욕망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는 기존의 사회체계를 답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왈디머를 통해 오로

라는 양성적 시인이자 ‘천상의 영혼’과 같은 예언자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는, 여성성과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긍정해야 함을

인지한다. 그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 뿐 아니라, 육체와

현실을 긍정하는 삶을 통해 양성이 균형을 이루게 됨을 깨닫는 것이다.

왈디머와 오로라 자신을 대조하는 구절에서, 오로라는 억압된 ‘몸’, 즉 여

성성을 긍정하기 시작한다. 왈디머는 회색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제외하고는

불멸의 존재로 보일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녀의 “설

화 석고”(alabaster)와 같은 어깨, 진주목걸이로 장식한 “우윳빛 가슴”(bare

breasts)은 “완전히 발산하는 아름다움”(full-breathed beauty)을 보여준다.

그러나 왈디머의 마음은 드러난 가슴의 반만큼도 희지 않고, 그녀의 가슴

은 양육이 아닌 성욕에만 집중되어 있음이 암시된다(AL 5.617-626). 왈디

머에 대한 묘사는 울스턴크래프트가 『딸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 및 여성의

품행에 대한 숙고』(Thoughts on the Education of Daughte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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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s on Female Conduct)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몸이 정신을 숨긴

모습, 즉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 순수성이 일치하지 않는 귀족 여성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낸다(16). 오로라가 시인이 되기 위해 여성성과 육

체를 억압했다면, 왈디머는 여성의 육체에만 치중하여 정신을 외면하는 존

재로 나타난다. 바렛 브라우닝은 이들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육체와 정신

의 분리가 여성에게 가져올 위협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왈디머의 각성이 구체화되거나 이상화되지는 않지만, 오로라의 깨달음과

그로 인한 변화는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결국 오로라는 왈디머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여전히 여자이고 / 그[롬니]를 사랑한다”(For she ... is a

woman still / And loves him)(AL 5.1123-1124)는 사실을 깨닫고, 롬니가

“플로렌스의 개똥벌레”(Florence fire-flies)(AL 5.1131)와 같이 빛난다고 칭

송했던 자신의 긴 고수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자신의 육체를 긍정한다.

오로라가 여성성을 되찾고 양성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암시되는 것이다. 오

로라는 혼자서 글을 쓰고 그 결과 칭송을 얻은 경험들을 “그 어떤 실패보

다 더 음울한”(dismaller / Than any failure)(AL 5.433-434)것으로 느끼고,

“입 맞춰지지 않은 입술”(the unkissed lips)과 “마르지 않은 눈”(eyes

undried)(AL 5.442-447)을 반성적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오로라가 시적 사

명보다 개인적 사랑을 추구한다거나 영혼의 고양보다 육신의 행복을 추구

한다는 식의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몸을 긍정함으

로써 양성성을 회복하고 공적 성취 역시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육체를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시적 성취를 이루려는 것은, 오로

라 자신이 역설한 서사시의 정의와도 연관된다. 그녀는 시인의 역할은 “그

시대, 즉 샤를마뉴 시대가 아닌 / 그들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to represent

the age, / Their age, not Charlemagne's)이라고 주장하며 “응접실의 거울

들”(the mirrors of its drawing-rooms) 사이에서 “살아 고동치는 삶”(this

live, throbbing age)이 롱세발레(Roncesvalles)에서의 롤랑보다 더 열정이

있고 영웅적 열기가 있다고 주장한다(AL 5.200-207). 여기서 그녀가 말하

는 “응접실의 거울들” 사이의 삶은 곧 아내, 연인, 어머니 혹은 딸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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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겪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는 『오로라 리』에 대한 브라우닝의 언급은 이러한 여성들의 삶에

그녀가 부여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바로 지금 나의 주된 관심은 일종의 소설적 시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럴

딘의 연애’와 같이 완전히 현대적인 시여서, 우리 관습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고, 거

실과 “천사들이 발 딛기를 두려워하는 곳” 같은 데도 뛰어들어요. 그리하여 가면을

쓰지 않고 시대의 인간성을 대면하고, 내가 인식하는 바대로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

주죠. 이것이 내 의도예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라 불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

았어요. 나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기 하나를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냐면 내가 이야기 하나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이야기

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My chief intention just now is the writing of a sort of novel-poem --a

poem as completely modern as ‘Geraldine's Courtship,’ running into the mids to

four conventions and rushing into drawing-rooms and the like ‘where angels

fears to tread;’ and so, meeting face to face and without mask the Humanity of

the age, and speaking the truth as I conceive of it out plainly. That is my

intention. It is not mature enough yet to be called a plan. I am waiting for a

story, and I won't take one, because I want to make one, and I like to make

my own stories, because then I can take liberties with them in the treatment.

(RB-EBB13) 1, 32)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 리』와 그녀의 시 「제럴딘 아씨의 연애」

(“Lady Geraldine's Courtship”)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설적 시’인 『오로라 리』에 담긴 의도를 드러낸다. 「제럴딘 아

씨의 연애」는 “그 시대의 로맨스”(A Romance of the Age)(ALOP 14) 321)

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으로, 백작의 딸인 제럴딘 아씨와 농부의 아들인 시

인 사이의 사랑을 다룬 시이다. 이 시는 제럴딘 아씨가 “나는 사람들이 그

13) The Letters of Robert and Elizabeth Barrett: 1845-1846를 줄여 RB-EBB로 표

기.

14) Aurora Leigh and Other Poems을 줄여 ALOP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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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천한 태생이라 부르는 걸 알아도 / 얼굴을 붉히지 않을 것이다”(I

shall not blush in knowing / that men call him lowly born)라고 승리에

차 낮게 속삭이는 것으로 끝나는데(ALOP 343), 이것은 가문이나 사회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파트너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Cosslett

71)을 시사한다. 「제럴딘 아씨의 연애」는 여성문제와 계급 문제를 긴밀

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성적, 계급적 평등을 지향하는 시라고 볼 수 있

다. 『오로라 리』에서 바렛 브라우닝은 이러한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

한 이야기를 통해 자서전적 시를 만들어 내려 한다. 오로라는 물론 롬니,

왈디머 부인, 마리앤과 그녀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시인으로서 자신

의 성숙과 그것의 공적 함의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제럴딘 아씨의 이야기

가 그 시대의 ‘로맨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라 리』 역시 그 시대의

‘서사시’로서 여성들이 모인 응접실이 전통적 영웅들의 전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바렛 브라우닝의 편지에서는 서사시라는 표현이 직접 사

용되지 않지만, 『오로라 리』에서 오로라 자신이 재규정하는 서사시는 바

렛 브라우닝이 쓰고자 한 “소설적 시”가 서사시적 지향을 가진 시임을 시

사한다. 오로라가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삶을 그림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서사시를 쓰려 했다면, 바렛 브라우닝은 소설적 시 형식의 장편시를 통해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 안에서 성공한 시인의 위상을 확보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바렛 브라우닝의 소설적 시는 남성과 여성의 전통을 융합하고, 남

성의 서사시 전통과 여성들이 주로 써 온 소설이 그녀의 목소리를 형성하

는(Cooper 147) 그녀의 양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응접실”의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오로라가 주목하는 것은 어머니이다.

그녀가 여성들의 응접실로 영웅의 전장을 대신하는 것은, 어머니의 위상이

그토록 위대하고 그녀의 역할이 그 만큼 큰 공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결코 겁내지 말고,

그러나 아직도, 거리낌 없는 서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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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용암의 노래 위로

혈관이 가득 차고, 융기하는, 두 가슴의 시대를 잡는다.

그 시대는, 다음 세대가 오면, 그 때의 사람이

경건한 손으로 그 흔적을 만지며,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빨아먹은 젖꼭지들을 보라!

이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이것이 살아 있는 예술이고,

진정한 삶을 그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기록한다.’

Never flinch,

But still, unscrupulously epic, catch

Upon a burning lava of a song,

The full-veined, heaving, double-breasted Age:

That, when the next shall come, the men of that

May touch the impress with reverent hand, and say

'Behold,–behold the paps we all have sucked!

That bosom seems to beat still, or at least

It sets ours beating. This is living art,

Which thus presents, and thus records true life.' (AL 5.213-222)

여기서 말하는 “두 가슴의 시대”는 테니슨의 서사시 「록슬리 홀」

(Locksley Hall)에 나온 “놀라운 어머니의 시대”(wondrous Mother-Age)

(1.108)에 상응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양육자로서 어머니를 긍정하고 어

머니의 육체 특히 그녀의 젖가슴을 시대의 근원적 힘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카플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유”와 “용암”이 한 쌍의 흐

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오로라 리』가 중기 빅토리아 문학의 여성

문제에 관해 본격적이고도 가장 격심한 폭로를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34). 오로라는 여성시인으로서 여성 문제와 관련된 경험에 직접 뛰어들

고, 그것을 자신의 “불타는 용암의 노래”로 부르려 하는 것이다. 오로라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실질적 체험을 노래하는 것은 시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로라는 여성시인의 삶

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괄하는 음유시인의 사명을 계승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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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오로라가 아버지의 책을 팔아 어머니의 나라인 이탈리아로 가는 여비를

마련하는 것에서도 암시되듯, 그녀는 과도한 남성성을 벗고 어머니의 삶을

통해 여성의 육체와 영혼을 재발견함으로써 양성적 시인의 지위를 확보하

려 한다. 그녀가 어머니의 삶을 경험하는 것은, 남성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

성성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여성성을 되살려 본래의 양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나라 이탈

리아는 오로라가 모성과 여성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나의 이탈리아로 간다.

나만의 언덕으로! 나를 알아보겠는가, 나의 언덕아,

내가 얼마나 그대를 향해 타올랐는지를? 그대는 오늘 밤

내 영혼의 갈급함과 열망을 느끼고 있는가.

잠든 어머니가 젖을 빠는 아이를 느끼고

미소 짓듯? 아니, 헛된 번개가 열에 휩싸여

그대의 범할 수 없는 꼭대기를 붙잡고

흔들고자 할 때에도 그대는 확고부동하다. 계속 그대는

그대 자신의 단호하고, 고요하며, 무심한 길을 걸어

일출을 향해 간다. 거대한 진보가 조금도 남겨두지 않은

모든 것들의, 어스름과 어스름, 빛과 빛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진실로 너를 너 자신을 위해 만들었고,

우리들의 삶으로 너의 삶을 훼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라도 한 듯.

And now I come, my Italy,

My own hills! are you 'ware of me, my hills,

How I burn toward you? do you feel to-night

The urgency and yearning of my soul,

As sleeping mothers feel the sucking babe

And smile?–Nay, not so much as when, in heat,

Vain lightnings catch at your inviolate tops,

And tremble while ye are stedfast. Still, ye go

Your own determined, calm, indiffer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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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sunrise, shade by shade, and light by light;

Of all the grand progression nought left out;

As if God verily made you for yourselves,

And would not interrupt your life with ours. (AL 5.1266-1278)

어머니의 나라로 향하는 오로라는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작가들이 흔히 그

랬듯 자연을 여성화하고, 모성으로서의 자연을 통해 자양분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젖을 빠는 아이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미소 짓는 어머

니의 관계는 낭만주의 남성시인, 특히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보여준 기대와 충족의 일면을 반복한다. 그러나 오로라는

이러한 모성적 자연에 대한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

로라 리』에서 자연은 정복될 수도 뒤흔들 수도 없이 그 자신의 “확고하

고, 고요하며, 무심한 길”을 가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의 독자적 삶을 부여 받은 존재이다. 어린 오로라에게 이탈리아의 산

이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 했다면, 성숙기의 오로라는 자연 안에 모성 혹은

여성성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가치, 즉 알 수 없고 확고한 남성적 힘 역시

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유년기에는 오로라 역시 워즈워스와 마찬가지

로 자연을 모성적 존재로 상정하고 경험하였지만,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그

와 더불어 남성적 힘 역시 알아냄으로써 자연에 내재한 양성성을 깨닫게

된다.

오로라가 재방문한 이탈리아에서 그녀는 자연에게서 모성을 발견하거나

‘그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보다는, 어머니의 나라에서 어머니의 삶을 발

견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억압된 여성성을 내보일 것을 예고한다.

여기에는 왈디머에 의해 자극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강화된 여성성

과 모성에 대한 욕망이 인간들 사이에서의 실제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

과 실천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음이 암시된다. 오로라는 남성적 문학 전통

안에서 성공한 여성시인으로 자리 잡고자 여성성을 억압하지만, “강철 갑

옷”(steel-mail)을 입고도 “반짇고리”(housewife)에서 바늘을 꺼내 찌르는

여성의 “고문”(torture)을 느끼는 것처럼(AL 5.1044-1049), 과도한 여성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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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은 오히려 그녀에게 고통과 갈등을 야기한다. 오로라에게 있어서 성숙

은 시인으로서의 시적 성취를 위해 여성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

에서 비롯되어 결국 육체와 여성성을 긍정하고 모성을 재발견함으로써 성

취된다고 볼 수 있다.

2. 모성애와 자매애를 통해 얻게 된 공동체적 비전

오로라가 사랑을 거부하고 육체와 정신 모두에서 여성성을 억압한 것은

롬니의 청혼에서 보인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결과 그녀 자신도 가부장적인 편견을 반복하는 오류를 겪게 된다. 오로

라는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성취를 양립시키기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은 사적인 행복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롬니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오로라가 회한을 드

러내는 대목에서도 이러한 관습적 사고는 반복된다.

... 그가 사랑했다면,

그래, 그 책망하는 얼굴로도 나를 사랑했더라면 ...

지금 나는 평범한 여자가 되었을 것이고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이다. 덜 유명하고 덜 외롭게,

아마도 결국에는 더 나은 여자로서,

나를 낮고 현명하도록 지켜주는 토실토실한 아이들이

내 목에 매달린 채. 아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은

포도덩굴이라면, 그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도 자랑스러울 법하다.

야자수는 사막 지대에 똑바로 서 있다.

... If he had loved,

Ay, loved me, with that retributive face ...

I might have been a common wom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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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ppier, less known and less left alone;

Perhaps a better woman after all,–

With chubby children hanging on my neck

To keep me low and wise. Ah me, the vines

That bear such fruit are proud to stoop with it.

The palm stands upright in a realm of sand. (AL 2.511-519)

여기서 오로라는 자신이 롬니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내보다 조력자(helpmate)를 원했던 롬니

의 청혼은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되어, 기존의 로맨스 플

롯을 벗어난 오로라의 청혼 거부는 정당화된다. 그러나 오로라는 스스로가

결혼으로 인해 평범할지언정 더 나은 여자가 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이

것은 그녀 역시 사회적 편견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과 더

불어 “덜 유명하고 덜 외롭게” 사는 어머니의 삶이 현재보다 나았으리라는

상상은 가부장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보다는 제도 속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로라에게 있어 어머니는 초자연적

이고 초월적인 영광의 삶을 사는 어머니 혹은 가부장제 내에서 제한적 삶

을 사는 지상 어머니로 양분되어 있을 뿐, 이것을 합치시킨 ‘어머니 시

인’(mother-poet)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여성성 억

압의 결과로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며 이루어온 자신의 시적 성취를 불모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야자수’에 비유한다. 오로라는 자신이 진정

한 의미에서 창조적인 양성적 시인의 지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자

인하는 것이다.

오로라에게 있어 어머니로서의 삶과 시인의 영광이 화합하는 계기가 된

것은 마리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라는 마리앤과의 만남을 통

해 그간에 억압해 온 여성성을 해방시키고 스스로도 간접적으로 어머니 됨

을 경험하게 된다. 오로라가 처음 마리앤을 만나러 걸어가는 성 마가렛 골

목길(Saint Margaret's Court)은 “지옥”에 비유되는 공간으로서(AL 3.779),

오로라가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오로라의 각성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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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단단히 쓰고”(close-veiled) 홀로 걸어가다가 한 여인의 저주를 받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로라의 “베일”이 가부장적 사고에 가려져 여성들의 진정한 삶을 보지

못하는 그녀의 현실을 상징한다면, 여인의 저주는 그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지하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예언적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라를

향한 여인의 저주는 그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저주와 병치되며, 노동계

층의 무기력한 삶과 중산층의 가부장적 도덕관념 모두를 향한다. 딸들에게

“선”을 가르치지 못하고 물욕에 젖어 있는 노동계층의 어머니와 흰 옷을

입고 베일을 쓴 채 조심스레 걸어가는 오로라는 참된 의미의 도덕성과는

상충하는 존재임이 암시된다. 여인의 저주가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오로라

의 복장과 태도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로라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중산층의 가부장적 도덕관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겠다. 또한 여인이

오로라를 “비둘기”를 찾아 드나드는 신사를 찾아 나선 존재, 즉 도덕적으

로 의심스러운 존재로 규정하는 것에서도 계급적 허위의식이나 도덕적 위

선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다. “흰 빛”을 “죽음의 푸른색”으로 바꾸는 콜레라

는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지만, 내적 모순 혹은 과오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AL 3.764-778). 저주에 대한 오로라의 반응은 그녀가 실제로 도덕

관념에 있어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 나는 올려다봤다.

나는 그날 지옥을 가로질러 걸었고, 결코 겁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길.’

나는 말했다. ‘그렇게 잔인한 걸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매우 비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지갑을

돌 위에 비워냈다. 내가 그 냄비 속에 마지막

동전을 던졌을 때, 그 골목 전체는

모든 문과 창문에서, 기괴한 비웃음의 울부짖음과

저주의 고함소리와, 아마도 광풍들로

끓어올랐고, 부글거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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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oked up;

I think I could have walked through hell that day,

And never flinched. 'The dear Christ comfort you,'

I said, 'you must have been most miserable

To be so cruel,'–and I emptied out

My purse upon the stones: when, as I had cast

The last charm in the cauldron, the whole court

Went boiling, bubbling up, from all its doors

And windows, with a hideous wail of laughs

And roar of oaths, and blows perhaps ... (AL 3.778-787)

겁을 내지 않고 행한 오로라의 자선은 조롱과 비방,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

는데, 이것은 그녀의 동정이 노동계층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갑을 털어 돈을 주는 그녀의 행위는 노동계층을 물질적 욕망

에 제한된 존재로 타자화하고, 자신은 이들과 구분된 시혜자이자 물질적

욕망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진정

한 의미에서의 박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롬

니의 가부장적 사회주의와 닮아 있다고 하겠다. 그녀가 골목 전체에서 저

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노동계층의 분노와 조롱을 경험하고 무기력하게

도망치는 것은 “겁내지 않았다”는 그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약한 중산

층 여성으로서의 일면을 보여준다. 오로라는 마리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려 하지만 그녀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이를 방해

하는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로라가 지하세계에 상응하는 골목을 거치며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대

면했다면, 후에 도착한 마리앤의 집에서는 이러한 계급적 한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리앤의 집은 그 위치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오로라의

성숙을 예고하고 있다. 마리앤은 오로라가 길고,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올

라 “여전히, 위로, 위로”(Still, up, up) 간 뒤 발견하게 된 지붕 아래 꼭대

기에 살고 있다(AL 3.793-795). 마리앤이 사는 위치는 그녀가 일반 노동계

층의 도덕적, 지적 한계와 구분되는 고립되면서도 고양된 삶을 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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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암시한다. 오로라가 마가렛 골목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마리앤을 대조하

며 마리앤은 그러한 뿌리에서 어울리지 않게 피어난 “온화한 꽃”(soft

flowers)이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진다(AL

3.805-806). 마리앤은 노동계층에 속해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타고난 감수

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선과 악에 대한 직관적 통찰을 지닌 인물로 등장

한다. 단테에게 베아트리체가 천국으로의 여행을 가능케 하는 안내자였다

면, 오로라에게 있어서는 마리앤이 이항대립을 넘어선 진리의 세계로 이끄

는 인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로라의 눈에 비춰진 마리앤은 노동계층의

빈곤하고 무지한 삶을 반영하면서도 그로부터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도덕

적 진리 역시 체득한 인물이다. 마리앤은 비천한 태생이면서도 순수를 잃

지 않고, 미추를 초월하여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너무도 작은 머

리에 지나치게 많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입은 크지만 우윳빛 작은 이를 드

러내고 “아기 같은”(infantine) 미소를 짓는 마리앤에게서는 육체적 성숙과

미숙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한결같은 ‘순수’의 이미지가 드러난다(AL

3.815-826).

오로라가 말하는 마리앤의 이야기는 노동계층의 실제 삶을 보여줌과 동

시에 한편으로는 진리와 닿아 있는 이상적 존재로서의 마리앤의 면모 역시

드러낸다. 마리앤이 주일학교를 통해 배운 것은 “아버지, 어머니, 가정은 /

하나님과 천국이 전도된 것”(Father, mother, home, / Were God and

heaven reversed to her)(AL 3.935-936)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마리앤은 괴

로움에 처한 자신을 위로한 “어떤 위대한 맹목적 사랑”(some grand blind

Love)을 통해 “모두 하나인 이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This skyey

father and mother both in one)(AL 3.893-899)를 깨닫는다. 이처럼 그녀는

신에게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읽어내는, 즉 신성에서 양성성을 발견하는

인물로, 자연에서 양성성을 발견하는 오로라에 상응하는 면모를 드러낸다.

옳음 즉 도덕적 선에 대한 지식으로 그녀가 알게 된 “그녀 친족의 야비

함”(The vileness of kindred)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양성성에 대한 마리

앤의 인식은 오로라의 공감을 일으킨다(AL 3.936-940). 스톤의 지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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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로라는 이러한 마리앤의 이야기에서 “타자성”(otherness)을 고려하기

보다 “더 완전한 발화”(fuller utterance)로 그것을 다시 말하면서 마리앤과

동일한 인식에 도달한다(167).

마리앤은 자신의 타고난 도덕적 감수성으로,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선과

악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선악을 구분한다. 마리앤의 순수함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앤이 도붓장수(pedlar)로부터

받은 톰슨(James Thomson)의 『계절들』(Seasons), 셰익스피어의 희곡,

토마스 그레이(Thomas Gray)의 『시골 교회 묘지에서 쓴 비가』(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

(Paradise Lost), 번즈(Robert Burns)의 시, 번연(John Bunyan)의 『순례

자의 여정』(Pilgrim's Progress), 셀커크(Alexander Selkirk)의 모험들, 필

딩(Henry Fielding)의 『탐 존스』(Tom Jones) 등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

에게 상처를 주는 “책장”(book-leaves)을 “뽑아내어”(weeded out) 한 글자

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잘게 찢은 뒤 “꽃다발”(nosegay)을 만들어 가슴에 품

는 것(AL 3.969-991)은 이러한 마리앤의 처지와 도덕성을 함축해서 보여준

다. 경제적 소외와 도덕적 무지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자신을 가르치

고 재단하려는 책의 권위에 마리앤은 과감히 저항하고, 스스로가 자유롭게

터득한 직관적인 진리를 향유하는 것이다. 마리앤에게 주어진 책의 “책장”

이 뽑아내어야 할 ‘잡초’와 같이 묘사되는 것은 ‘그들의’ 책이 노동계층 여

성의 실제적인 삶을 이해하고 안내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을 암시

한다. 마리앤에게 있어서는 중산층 여성의 권장 도서라 할 만한 “책의 학

식”(book-learning) 보다 재봉질을 하는 동안 떠오르는 “분명한 생각

들”(crystal thoughts)과 “아름다운 시의 운율”(rhymes from lovely poems)

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AL 3.998-1018). 그녀는 자신을 타자화하는

책의 권위에 짓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만의 ‘책’ 속에

표현하고 있는 시인과도 같은 존재로 제시되는 것이다.

오로라가 노동계층 여성 마리앤에게서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판단과 도덕적 기준을 재고하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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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 안에 내재한 이상적 본성을 신뢰하며 계급적 소외와 경제적 빈곤이

인간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님을 깨닫는다. 결혼 약속을 깨고 사

라져버린 마리앤으로 인해 분노하고 좌절하는 롬니를 향해, 오로라가 마리

앤의 순수성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위로하는 것은 오로라가 중산층의 가부

장적 도덕관념을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기질들은 역병에 전혀 걸리지 않아요. 나는 죽은 지

꼬박 하루가 되어 시반(屍班)까지 생긴 가슴 옆에서도 건강하게

잠자는 채 발견된 아이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여자니까

여성다움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마리앤은 자리를 벗어나도록

유혹받고, 그릇된 길로 기만당했더라도,

목적과 마음에서의 순수를 유지한다는 걸 나는 확신해요.

정원 기슭에서부터 흩날려

큰 길로 온 눈처럼 말이지요.’

'Some natures catch no plagues. I've read of babes

Found whole and sleeping by the spotted breast

Of one a full day dead. I hold it true,

As I'm a woman and know womanhood,

That Marian Erle, however lured from place,

Deceived in way, keeps pure in aim and heart,

As snow that's drifted from the garden-bank

To the open road.' (AL 4.1064-1071)

마리앤의 순수성에 대한 오로라의 옹호에서는 아이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중첩되어 있다. 오로라는 마리앤을 죽음 옆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아이의

생명력에 비유하고, 그것을 “순수함”을 잃지 않는 “여성다움”으로 규정한

다. 오로라는 마리앤이 변화와 굴곡, 고난과 파괴에서도 그녀의 직관력과

의지를 가지고 흰 눈과 같이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보

인다. 마리앤을 만나러가던 골목에서 저주하던 여인을 “잔인하다”고 표현

하며 그녀의 “비참함”을 동정과 돈으로 위로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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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는 노동계층 여성이 물질적 궁핍과 외면적으로 보이는 피폐한 현실

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드러낸다. 이처

럼 시각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오로라는 중산층의 가부장적 도덕관념으로

노동계층 여성을 재단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도 본연의 순수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긍정하게 된다.

파리에서 오로라가 마리앤과 재회하는 대목에서는 그녀가 계급 뿐 아니

라 국가적 경계 역시 탈피하고 있음이 암시된다. 그녀는 이탈리아로 가기

전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에 대한 명상을 하게 되는

데, 이때 그녀는 이상과 실제가 화합한 전망을 그리며 인간을 위한 사상과

삶을 생각해본다.

모든 이상주의자들은

지나치게 확고하고 진지해서, 그들의 모든

사상의 칼은 실제의 살도 자른다.

게다가, 자연이 생각과 행동 사이에 놓아둔

안전한 간격마저 그 지나치게 불타고

참을성 없는 영혼들로 삼켜버려,

그들은 세상의 대재난을 위협했고,

불가능한 실천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었다. ...

All idealists

Too absolute and earnest, with them all

The idea of a knife cuts real flesh;

And still, devouring the safe interval

Which Nature placed between the thought and act,

They threaten conflagration to the world

And rush with most unscrupulous logic on

Impossible practice. ... (AL 6.21-29)

이상주의자에 대한 오로라의 비판은 그들의 과격한 논리와 지나친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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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 이상은 오히려 더욱 이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폭력적 변질을 암시하는

듯한 이 발언은, 이상을 실천하여 세상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면

밀한”(scrupulous) 논리에 대한 명상을 유도한다. 오로라가 프랑스인들은

“생각과 선택에서의 중심축”(Some central pivot of their thought and

choice)을 향해 돌진하고, 영국인은 추상적인 질문보다 “구체적이며 특별한

형식”(the special form ... being still the thing)을 따른다고 비교하는 것

역시 이러한 명상의 일환이다(AL 6.34-47). 이것은 단순히 국민성을 비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화합에 대한 타진과 전망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이제껏 오로라가 보여 온 남성과 여성의 경계, 계급의 경계를 허

무는 행위의 확장으로서 프랑스인과 영국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국가적 한계

역시 초월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즉, 오로라가 여성시인 영웅이 되어 추구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화합과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프랑스를 국가들 중 “시인”에 비유하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대목에

서도 이러한 오로라의 전망은 이어진다. 그녀는 프랑스의 이상이 더욱 면

밀한 논리를 갖추어 성공적으로 실천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 즉 성적 평등,

혼외 관계에서도 신성한 사랑, 형제애, 공평한 부, 다수의 자유와 소수의

지혜는 “영웅적인 꿈”(Heroic dreams)으로 표현된다(AL 6.57-61). 여기서

‘영웅적’이라는 것은 이상의 원대함을 일컫지만 ‘꿈’이라는 말은 그 비현실

성을 드러낸다. 오로라는 프랑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의 이념

이 안전하게 성취되기를 희구한다. 프랑스라는 ‘시인 국가’가 현실을 고려

하지 못하고 이상만을 위해 돌진할 때 그 실패는 자명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로라의 명상에서 그 실패는 “숭고한 골조”(lofty scaffoldings)

로 “교회”가 아닌 “매음굴”과 “감옥”을 세울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L 6.63-65). 숭고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꿈에 머무를 때 프랑스의 이념

과 사상들은 오히려 현실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오로라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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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상을 하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마리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

하다. 이상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과오가 두드러진 프랑스와 그

수도 파리는 마리앤의 내적 ‘순수’와 외적 ‘타락’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때

문이다. 오로라는 파리에서 마리앤과의 만남을 통해 가부장적 도덕성 뿐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탈피하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바렛 브라우닝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숙이 로버트 브라우닝을 만나고 영국

과 아버지를 떠나 이탈리아에서 사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오로라에게 그

것은 파리에서 마리앤을 만나는 것이라는 쿠퍼의 지적과 같이(11), 마리앤

과의 만남은 오로라를 성숙과 각성의 중요한 계기로 이끈다. 롬니를 떠난

지 2년 만에 파리에서 만나게 된 마리앤은 곁에 있는 아이와 어울리지 않

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자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존재로 처음 묘사된다.

오로라가 마리앤의 아이를 뒤늦게 인식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 마리앤과

아이에 대한 오로라의 태도에는 충격과 거부감이 담겨 있다(AL 6.346). 오

로라가 생각했던 순수한 마리앤은 사생아를 낳은 소위 타락한 여성, 혹은

아이를 훔친 파렴치한 유괴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로라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같이 잔인할 수 있음을 곧 인지

하고 이를 제어하려 하지만(AL 6.353-367), 마리앤을 자매라고 부르는 순

간이나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때조차도 그녀가 진정으로 마리앤

을 이해하고 사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신과 나만을 위하고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집은 / 우리들 중 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A

home for you and me and no one else / Ill suits one of us)(AL

6.459-460)라는 마리앤의 말에서 암시되듯, 오로라는 롬니에 대한 사랑으로

마리앤에게 다가설 뿐 ‘타락한’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리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오로라는 롬니에게 쓸 편지의 내용을 생각하

고, 마리앤 역시 롬니의 이름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오로라와 대화를 하려

하는 것처럼, 두 여인은 롬니를 매개로만 연결된 사이로 나타난다. 결국 오

로라는 마리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마리앤을 따라가는 ‘수고’를

통해 직접 마리앤의 삶을 봄으로써 각성과 화합의 계기를 맞게 된다.



- 47 -

그러자 그녀는

그 길을 안내했다. 그리고 나는 삼킬 듯한

물을 가로질러, 좁은 판자를 지나 그녀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을 디디고, 그녀의 숨결로 호흡하며,

놓치지 않는 두 눈으로 그녀를 붙잡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리는 일 마일을 걸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 마일을 더 걸었다. 한 마디 말도 없이.

Then she led

The way, and I, as by a narrow plank

Across devouring waters, followed her,

Stepping by her footsteps, breathing by her breath,

And holding her with eyes that would not slip;

And so, without a word, we walked a mile,

And so, another mile, without a word. (AL 6.500-506)

오로라가 마리앤을 따라가는 대목에서는 타락한 여인이 아닌 안내자이자

구원자로서의 마리앤의 면모가 나타난다. 플롯 상 오로라가 마리앤을 구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오로라를 구원하는 것은 마리앤이라는 리이

튼의 지적과 같이(155), 오로라는 마리앤의 인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삶

에 공감할 계기를 얻고 모성을 발견할 길을 걷게 된다. 비록 그들이 한 마

디의 말도 없이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오로라는 마리앤의 숨결을 마시고

두 눈으로는 그녀를 붙잡듯 걸어가면서 마리앤에게 의지하며 그녀로부터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중산층 오로라의 도덕관념이 하층민 마

리앤이 지닌 본연의 순수한 감수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이 예고되는 것이

다.

마리앤의 ‘도덕성’이 오로라에게 전달될 계기는 이들이 단순히 롬니를 매

개로 하는 소통이 아닌 마리앤의 아이에 함께 집중하며 공감을 얻는 순간

으로 나타난다. 오로라는 “할 말을 잃고”(dumb) 아이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보며 인간의 죄와 유한성에 대비되는 순수함과 천국을 인식한다. 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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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서의 마리앤의 모습 역시 오로라가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초월적 황

홀을 체험하게끔 유도한다.

그녀는 (아이가 포도주라도 되는 양 그를 마시며) 극도의 사랑

속에서 아이 위로 몸을 구부렸다. 그것은 고통 혹은 환희를

넘어설 것이다. 그 사랑이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랑만을 위해 본성의 전부를 포용하는 것을

본다면--그러므로 단지 사랑만일 뿐 더 이상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자기 상실, 자아 밖으로의 추방,

그 광경 속에서의 황홀 안에 빠져드는 것.

그녀의 창백하고 열정적인 얼굴, 입, 이마, 눈을

한 아이가 응시하고, 그녀는 서 있다. 그리고 서서히 아이가 미소 짓자,

그녀도 미소 지었다. 서서히 알지도 못하는 채 미소 지으며,

그의 얼굴빛으로부터 더 흐릿한 홍조를 그녀에게

끌어들였다. 마치 그녀가 불꽃을 보며

달아올라 서 있듯이. ‘정말 아름답죠,’

그녀는 말했다.

She leaned above him (drinking him as wine)

In that extremity of love, 'twill pass

For agony or rapture, seeing that love

Includes the whole of nature, rounding it

To love . . no more,–since more can never be

Than just love. Self-forgot, cast out of self,

And drowning in the transport of the sight,

Her whole pale passionate face, mouth, forehead, eyes,

One gaze, she stood! then, slowly as he smiled,

She smiled too, slowly, smiling unaware,

And drawing from his countenance to hers

A fainter red, as if she watched a flame

And stood in it a-glow. 'How beautiful!'

Said she. (AL 6.599-612)

오로라가 관찰하는 마리앤과 그 아들의 모습은 아이로 인한 어머니의 구원



- 49 -

과 어머니로 인한 아이의 만족을 동시에 보여준다.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

는 “포도주”를 마시듯 아이 위로 몸을 구부리는 마리앤은 비참하고 고통스

러운 삶 속에서도 그녀가 아이와 더불어 구원을 얻었음을 보여주고, 이에

답하는 아이의 행복한 미소 역시 어머니를 ‘죄짓고’ ‘타락한’ 존재로 인식하

지 않는 아이다운 순수와 만족을 드러낸다. 마리앤이 아이를 “나의

양”(My lamb)(AL 6.627)으로 지칭하며 복된 구세주로 인식한다면, 그녀의

아들 역시 기대에 찬 “바라봄”으로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어머니를 받아들

인다. 마리앤을 바라보는 아들의 시선은 오로라에게로 전달되어 그녀 역시

어머니로서의 마리앤을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로 평가하기에

이른다. 오로라는 이들 모자의 관계를 통해 사랑만으로 완전하고 포용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그 결과 “황홀”과 “숭고함”을 체험하게 된다. 자아가 상

실되는 황홀하고 고양된 경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이를 사랑하

는 마리앤의 모습과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함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앤의 초라한 방이 숭고한 자연의 풍경을 대체하고, 사생아와 창녀로

지칭될 인물들이 구원자로 나타나는 것은, 이전의 숭고함과 도덕성에 대한

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라는 평범한 인간에게서 위대한 본성을 발

견하고, 비속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숭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오로라에게 있어서 숭고함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타락한’ 인물을 통

해 경험되는 것으로, 사생아인 마리앤의 아들을 죄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

의 보상이자, 새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는 천사로 받아들이게 한다(AL

6.681-713). 성적으로 착취당한 마리앤이 유혹받은 것이 아닌 살해된 것으

로 표현되는 데에서도 나타나듯(AL 6.770-771), 여성과 노동자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중산층의 도덕관은 폐기되고 억압되었던 희생양들을 되살리는

새로운 도덕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품위 있는 행복한 사람들”(decent happy

folk)의 삶과 대비시키는 마리앤의 진술에서도 노동계층 여성의 피폐한 삶

을 옹호하고 개선할 새로운 도덕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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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충분해요! 분명 그걸로 충분해요. 진실로,

우리 비참한 자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품위 있는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되지요.

나는 우리가 반쯤의 말, 섬세한 말 아낌으로

면밀하게 암시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무도 우리가

완전히 느낄까 봐 망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이죠.

나머지는 지나가죠, 그러니 이 잠자는 아이에 대한

나의 맹세만 남겨두죠. 남자들의 유혹이 아닌,

남자들의 폭력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처럼 파멸해 ... 나는 그에게 내가 파멸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들이 우리를 망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Enough so!–it is plain enough so. True,

We wretches cannot tell out all our wrong,

Without offence to decent happy folk.

I know that we must scrupulously hint

With half-words, delicate reserves, the thing

Which no one scrupled we should feel in full.

Let pass the rest, then; only leave my oath

Upon this sleeping child,–man's violence,

Not man's seduction, made me what I am,

As lost as ... I told him I should be lost.

When mothers fail us, can we help ourselves? (AL 6.1219-1229)

노동계층의 여성으로서 마리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고백마저 억제해야

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녀가 자신의 비참함을 속속들이 말하는 순간, 이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유한계급과 남성들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

이다. 이는 바렛 브라우닝이 직접 겪었던 상황과도 닮아 있다. 바렛 브라우

닝은 『오로라 리』에서 마리앤과 같은 여인을 등장시킨 것으로 인해 보수

적인 비평가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브라우닝의 입

장은 1857년에 마르탱 부인(Mrs. Martin)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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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여성이 이 잘못들을 무시한다면, 성으로서의 여성들은 그런 잘못들을 계속

해서 겪을 것이고, 우리들 중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우리를 벙어리가 되

게 하든 죽게 두라지요. 나는 그런고로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평범한

말들을 사용했어요. 오점처럼 보이는 말들이어서, 당신 자신조차 치워버릴 테죠. 말

들은 흐려지거나 부드러워지면 도덕적 영향력의 힘과 정당성을 아마도 위태롭게 할

거예요.

...If a woman ignores these wrongs, then may women as a sex continue to

suffer them; there is no help for any of us—let us be dumb and die. I have

spoken therefore, and in speaking have used plain words—words which look like

blots, and which you yourself would put away--words which, if blurred or

softened, would imperil perhaps the force and righteousness of the moral

influence. (LEBB 2, 254)

바렛 브라우닝은 자신의 시에서 노동계층 여성들의 소외되고 비참한 삶을

다룬 것은 본인이 저속한 소재를 즐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여성

전체의 삶을 조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임을 시사한다. 조이스 조내너

(Joyce Zonana)가 마리앤의 강간과 희생은 “여성이 영혼이 아닌 몸으로만

취급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shows what can and will occur to a

woman when the body is treated purely as body, divorced from

spirit)(Stone 151 재인용)이라고 지적했듯이 노동계층 여성이 겪는 성적 학

대와 억압은 여성 전체가 성적인 존재로만 치부되었을 때 느끼는 굴욕과도

동일하다. 바렛 브라우닝이 다루는 ‘여성 문제’는 여성이 육체로만 인식되

는 사회이고 그것은 특정 계급의 여성이 아닌 여성 전체의 문제이다. 그녀

가 윌리엄 새커리(W. M. Thackeray)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나듯, 그녀

는 “급진적 여성”(fast woman)은 아닐지라도 가련한 여성들이 부당한 일

을 겪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녀는 마리앤과 같은 비참한 여성의 삶을

“평범한 말들”로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영향력”을 자극하고 사회개선을 촉

구한다. 같은 편지에서 새커리가 자신을 로버트 브라우닝의 아내이고 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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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Penini)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존엄”(dignities)에

대한 “무례”(insolence)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LEBB 2, 445). 아내 혹은 어머니로만 여성을 규정하는 것은, 매리 푸비

(Mary Poovey)의 표현을 빌자면, 여성을 “명시적으로는 남성과, 암시적으

로는 성 그 자체와”(explicitly to a man, implicitly to sexuality itself)(x)

연관 짓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비하이자 일종의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

바렛 브라우닝은 자신을 한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

니로 상정하는 새커리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마리앤의 문제에 나타나는 노동계층 여성에 대한 계급적, 성적 억압은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타자화와도 무관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마리앤은 에스킬러스의 작품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오(Io)와

같은 인물이라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스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빅토리아 시대의 비평가들이 프로메테우스의 타이탄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

고 이오의 고충은 주변화하였다면, 『오로라 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인물은 프로메테우스가 아닌 이오인 것이다(155). 물론 바렛 브라우

닝이 마리앤 뿐 아니라 오로라와 롬니의 고통과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성숙 역시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숙에 있어 주요 동인이 마

리앤이었음을 고려할 때, 『오로라 리』에서는 이오 유형의 인물이 중심이

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앨리스 포크(Alice Falk)가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

우닝과 그녀의 프로메테우스들」(“Elizabeth Barrett Browning and Her

Prometheuses: Self-Will and a Woman Poet”)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마

리앤은 헤라로 대변되는 질투하는 여성 왈디머에 의해 고통 받는 인물이

자, 제우스처럼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남성들에 의해 희

생된 존재이다. 이러한 마리앤의 등장으로 인해 여성의 억압된 현실과 해

방의 필요성은 독재자에 맞서는 타이탄의 저항과 동일한 맥락임이 암시된

다(72). 여성의 권익에 대한 옹호는 불의와 폭정에 희생된 노동계급에 대한

공감과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마리앤이 억압받는 존재를 대변하는 것은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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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엄마들이 우리를 망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라는 마리앤의 질문에서도 나타나듯, 어머니

는 인간 최후의 보루이자 근원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리

앤이 경험한 모성은 그녀를 “망치는” 힘이다. 마리앤에게 있어 어머니는

자신을 내쫓아 남자들의 폭력 하에 방치한 생물학적 어머니 뿐 아니라, 자

신을 찾아와 다정한 몸짓과 말로 위로하는 제스처를 취한 왈디머 부인이기

도 한데, 이들 모두는 마리앤을 희생시키는 인물이다. 시골 향사에게 자신

을 판 어머니나 자신의 과도한 욕망으로 마리앤과 롬니의 결혼을 훼방하는

왈디머는 모두 참된 의미의 어머니와는 거리가 멀다. 마리앤의 어머니가

딸의 앞날에 무심하듯, “다정한 팔”(generous arms)로 자신을 안아주며,

“진정한 엄마를 갖는 것이 / 어떤 느낌인지를 잠시라도 꿈꾸게 해 준”(let

me dream a moment how it feels / To have a real mother) 왈디머 역시

“지나치게 밝은 젊음”(Youth's too bright)을 지닌 인물로서 자신의 욕망만

을 추구하는 존재임이 암시된다(AL 6.1001-1007). 마리앤의 두 어머니는

자신의 물질 혹은 성적 욕망에 따라 딸을 희생시키는 인물인 것이다. 이러

한 어머니들의 등장은 바렛 브라우닝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울스턴크래프

트의 글을 상기시킨다. 그녀의 글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와 장남의

권위와 압제가 그 아무리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역할이 제대로

행해진다면 딸들의 고통은 한층 견딜만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

다. 그녀의 글에서 어머니는 단지 가부장적인 체제를 유지시키고 남성들의

욕망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딸들이 제도 속에서의 억압을 견디

고 인간으로서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가르치는 인물

로 표현된다. 『딸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 및 여성의 품행에 대한 숙고』에

서, 어머니는 딸들에게 “재예”(accomplishments)를 가르칠 뿐 아니라, 소박

한 마음을 갖추게 하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의상을 입게 하며, 남성의 동반

자이자 친구이면서 가정을 돌보게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1). 이것은 현실 속에서 여성이 가정을 돌봐야 함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도, 내면의 성숙과 교양이 더욱 소중한 가치임을 시사하는 견해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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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스턴크래프트가 중시하는 “순수”는 딸들이 제도 속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도 나아가 가부장적 체제를 개선하고 이상적 사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오로라 리』에서 오로라의 고모가 “재

예”만을 강조하고 가정의 천사로서의 역할을 주입시켜 체제 유지에 봉사하

려 했던 ‘어머니’라면, 마리앤의 ‘어머니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딸이 외면

과 내면 모두에서 순수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무

책임한 인물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여성을 육체나 성으로만 인

식하게 하는 사회적 풍토를 답습하거나 강화하여, 양성성과 배치되는 인물

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마리앤이 이상화되는 것은 그녀 자신이 이러한 어머니들과 대조되는 이

상적 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앤과 아이의 관계는 마리앤에게

‘성모’같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부여할 뿐 아

니라, 왜곡되거나 방임된 어머니의 역할을 바로잡는 기능 역시 하고 있다.

마리앤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전가하지 않고, 그의 “천사다움”

(angelhood)과 자신의 순수함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은 물론 “새 예

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개선 역시 암시한다. 오로라가 눈물을 터뜨

리며 마리앤의 순수함을 보증하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리앤

이 보여준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삶이 개인과 사회를 구원할 만한 동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내가 잘못했어요,

다정한 마리앤’ (부드러운 격정에 울며)

‘다정하고 거룩한 마리앤! 이제부터는 마리앤, 이제는,

내 입술이 비록 무정하지만 나도 당신의 맹세를 사용하겠어요.

나는 그의 엄마가 순수할 거라고 맹세해요.

내 양심 앞에서, 심판을 위해 책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펼쳐진 책에서처럼. 순수해요,

나의 자매여! 결코 밤을 그토록 어둡게 두지 마세요.

달은 분명 하늘 어딘가에 있어요.

그토록 분명하게 당신의 흰빛은 모든 어두운 일들을



- 55 -

거쳐도 발견될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조금은 웃어 봐요, 마리앤, 아이를 위해서 말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도, 나의 자매여.

... 'I have been wrong,

Sweet Marian' (weeping in a tender rage)

'Sweet holy Marian! And now, Marian, now,

I'll use your oath although my lips are hard,

And by the child, my Marian, by the child,

I'll swear his mother shall be innocent

Before my conscience, as in the open Book

Of Him who reads for judgment. Innocent,

My sister! let the night be ne'er so dark,

The moon is surely somewhere in the sky:

So surely is your whiteness to be found

Through all dark facts. But pardon, pardon me,

And smile a little, Marian,–for the child,

If not for me, my sister.' (AL 6.780-793)

오로라가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마리앤의 순수함을 “맹세”하

는 것은, 비참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와 같이 거룩한 어머니

로 승인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라는 어둠을 밝히는 달빛이 되어

마리앤의 “흰 빛”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오로라가 달과 같이 고양되어

외부 세계를 밝힐 빛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마리앤의 모성을 발견함으로서

가능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그 의의 역시 부여되는 것이다. 마리앤에 대한

오로라의 위로는 롬니에 대한 사랑도, 가부장적 도덕관도, 마리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도 모두 초월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그녀 자

신을 고양시키는 동인이 된다. 마리앤과의 만남을 통해 오로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빅토리아적

인물에게 진정한 “인간적 성숙”(human maturity)은 “자기중심주의의 포기”

(abandonment of egoism)에서 가능해진다는 쿠퍼의 지적과 같이,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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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마리앤의 삶을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성숙

에 이르게 된다. 즉, 마리앤의 상황에 “동정적 공감”(compassionate

sympathy)을 가질 때 마리앤은 오로라의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172). 이 대목에서 오로라는 자아 확장의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성의 평

등이 계급적 평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각시킨다.

오로라와 마리앤 사이에서의 동정적 공감에 따른 자매애는 두 사람 모두

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새롭고도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이어진다.

‘나와 함께 가요. 가장 다정한 자매여,’ 나는 되돌아갔다.

‘그리고 내 집에 앉아서 내게 선을 베풀어줘요.

이제부터는, 그대와 그 아이! 그대들은 나 자신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나는 외로워요.

그리고 당신도 외롭지요. 그리고 아이는 반은

고아예요. 오세요. 이제부터 그대와 나는

언제나 함께여서 친구가 그립지 않을 거예요.

아이도 아빠가 그립지 않을 거예요. 두 엄마가

아빠를 보완할 테니까요. ...

'Come with me, sweetest sister,' I returned,

'And sit within my house, and do me good

From henceforth, thou and thine! ye are my own

From henceforth. I am lonely in the world,

And thou art lonely, and the child is half

An orphan. Come, and, henceforth, thou and I

Being still together, will not miss a friend,

Nor he a father, since two mothers shall

Make that up to him. ... (AL 7.117-125)

마리앤을 연적이 아닌 자매로 보고 아이를 수치의 열매가 아닌 자신의 자

녀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로라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된다. 롬

니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왈디머로 인해 자극된 여성다움과 가정에 대한 열

망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여자의 자매가 되고 한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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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되는 삶을 통해 역설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오로라 리』에서

는 진정한 성숙을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근본적인”(essential) 것으로 간

주한다는 지적과 같이(Cooper 178), 마리앤과의 만남부터 모성애와 자매애

의 발견은 오로라를 성숙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 된다. 작품의 서두에서 언

급한 오로라의 “더 나은 자아”(better self)(AL 1.4)는 곧 “여성의 자

아”(female self)이고(Cooper 180), 여성의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심적 요

소는 어머니이자 자매로서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성만을 전면

에 부각시켜 남성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억압된 여성성을 되살려 양성의 소통과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찾아 어머니의 나라인 이탈리아로 떠난 오로라는, 여

행 도중 파리에서 마리앤을 만남으로써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가장

고통 받는 것이 하층민 여성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고난

에서부터 노동계층 여성들을 자유롭게 할 힘이 모성과 자매애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오로라의 터스칸(Tuscan)은 마리앤과 아들, 그리고 오로라가 함

께 하는 이상향이고, 그곳에서 “더욱 참된 삶”(the truer life)(AL 7.132)은

과도한 남성성에 짓눌린 ‘거짓된’ 시를 버리고, 여성성을 긍정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적 시인이 되는 길인 것이다.

3. 양성적 존재로 거듭난 오로라와 롬니

오로라의 성숙에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성장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은 당대의 영국사회에서 어머니 혹은 모성에 부여된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로라가 자기 시대를 “두 가슴의 시대”(double-breasted

Age)라고 명명하고, 어머니의 “젖꼭지”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 자양분의 원

천임을 역설한 바와 같이(AL 5.216-219), 바렛 브라우닝의 시대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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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과 필요성을 강렬하게 인식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성

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위협 역시 지

닌다. 어머니에 의한 사랑과 보살핌을 강조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간을 보

호하고 안내하는 힘으로 이상화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

한하는 인식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로라가 역

설하는 것이 어머니 시인의 공적 영향력이다. 오로라는 자신의 인간적 성

숙이 양성적 예언자로서 시인이 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그것이

가부장제의 관습과 제도를 허물 공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사시의 작가이자 시인 예언자로서 오로라의 면모는 그녀 자신의 공적

임무에 대한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오로라는 “서사시는 죽었다”(epics

have died out)는 비평가들의 말을 반박하며 “모든 인간들은 잠재적인 영

웅들”(All men are possible heroes: every age)이라고 말함으로써 보편적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을 드러낸다(AL 5.139-155). 그녀는 영웅이란

과거의 신 혹은 초월적 인물만이 아니라, 각 시대에 살아 숨 쉬고 인간과

함께 거주하며 인간을 돕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인물로 규정하는 것이

다. 이것은 『영웅숭배론』(On Heroes and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에서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주장한 바와

흡사하다.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은 남성적 제국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위

험한 사상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도 그러한 이데

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

나 오로라가 칼라일을 언급할 때는 이러한 남성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사상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힘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웅을 말하는 것이다.

바렛 브라우닝과 로버트 브라우닝이 칼라일을 “시대의 위대한 스승”(the

great teacher of the age)(RB-EBB 1, 30)으로 평가한 것은, 그의 영웅이

보편적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고 또 그 본성을 개선할 원동력을 지니기 때

문이다. 『오로라 리』에서 오로라 역시 칼라일의 논의에 기대어 영웅을

그 시대의 보편적이고 이상적 가치를 담은 인물로 재조명한다. 그녀는 모

든 시대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영웅적”(Most unher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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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생각은 “나쁜 시”(poor poems)를 만드는 “그릇된

생각”(wrong thoughts)이라고 비판한다(AL 5.155-166). 오로라가 자기 시

대의 평범한 인물들 특히나 소외되고 억압받은 노동계층 여성의 삶에 주목

하고 그들의 삶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영웅’과 ‘서사시’의 의미를 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오로라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영웅의 면모는 칼라일이 『영웅 숭배론』에

서 역설한 “문인 영웅”과 상당히 닮아 있다. 『영웅숭배론』에서 칼라일은

영웅이란 숭배와 존경을 받는 위인이지만 영웅의 모습은 시대와 조건에 따

라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단테와 셰익스피어를 “시인”으

로 나타난 영웅으로,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로버트 번즈(Robert Burns)는 “문인”으로 나타

난 영웅이라고 분류한다. 그는 문인이 등장한 것은 1세기도 채 되지 않았

으며, 이들 영웅은 자기가 받은 영감을 인쇄된 책으로 발표하고, 그 일의

대가로 세상이 그에게 준 지위와 생계를 얻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위대한 영혼이라고 말한다. 문인은 영웅적 영혼의 고상한 지혜가 노골적으

로 매매되는 가운데, 저작권을 가지고 누추한 다락방에 기거하며 남루한

옷을 입고 살다가, 죽은 뒤에는 모든 민족들과 세대들을 지배하는, 찾아보

기 어려울 만큼 이상스러운 형태의 영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라일은 문인을 영감을 얻은 자, 혹은 독창성, 성실성, 그리고 천재성을 지

닌 존재로 보고, 모든 종류의 영웅과 마찬가지로 문인 영웅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

한다. 문인의 직분 역시 과거 세대의 예언자, 성직자, 혹은 신이라고 부르

는 사람의 직분과 같은 것이다. 칼라일이 피히테를 인용하여 문인은 “세상

에 내재한 신성한 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진 인물”(253)이라고 정의한 데서도 나타나듯, 문인 역시 시

대가 요구하는 예언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칼라일에 대한 오로라의 언

급은 그녀 자신이 희구하는 시인 예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모범을

찾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워즈워스와 셸리가 시인과 시를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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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상적 변화를 희구했던 것과 흡사하다.15) 바렛 브라우닝은 칼라일의

논의를 들여옴으로써,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작가와 같은 선상에서 여성시

인의 예언자적 사명을 부각시키게 된다.

시의 소재와 시적 정신에 대한 숙고 역시 시인 예언자로서 영웅적 임무

를 수행하려는 오로라의 열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인은

이중의 전망에 힘써야 한다. 가까이의 것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시점을 멀리서 잡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을 만지기라도 하는 양 자세하고도 깊이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애쓰자.

나는 자기 시대의 인물 혹은 영광은

분별하지 않고, 오백년 전으로 자신의 영혼을 거꾸로 밀고가

과거의 해자(垓字)와 도개교(跳開橋)를 지나,

성의 안뜰로 가져가, 아, 그 웅덩이에 살아 있는

도마뱀이나 두꺼비가 아닌, 그것은 이해할 만도 하지만,

어떤 어둠의 대장, 반쯤의 기사, 반쯤의 양 도둑,

반은 노예이고 반은 왕비인, 어떤 아름다운 귀부인을

노래하려는 시인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그 시는 그 기사의 뼈들 위에 만들어졌으므로,

대부분 틀림없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것은 놀랄 것도 없다. 죽음은 죽음을 물려주므로.

But poets should

Exert a double vision; should have eyes

To see near things as comprehensibly

As if afar they took their point of sight,

And distant things, as intimately deep,

As if they touched them. Let us strive for this.

I do distrust the poet who discerns

15) 자세한 내용은 워즈워스의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의 “서문”(Preface)과

셸리의 『시에 대한 변호』(A Defence of Poetry)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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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haracter or glory in his times,

And trundles back his soul five hundred years,

Past moat and drawbridge, into a castle-court,

Oh not to sing of lizards or of toads

Alive i' the ditch there!–'twere excusable;

But of some black chief, half knight, half sheep-lifter

Some beauteous dame, half chattel and half queen,

As dead as must be, for the greater part,

The poems made on their chivalric bones.

And that's no wonder: death inherits death. (AL 5.183-199)

오로라가 말하는 이중의 전망은 가까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멀리

있는 것을 상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까이 있는 것이

현재의 것이라면 멀리 있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가

말하는 시인의 임무는 현재와 과거를 포괄하면서도, 특정한 시야에 제한되

지 않고 그 깊이 역시 천박하지 않은 종합적이고 예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오로라는 시인을 과거 기사도 시대의 제재들을

답습하기보다는 자기 시대의 인물 혹은 영광을 우선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것을 과거의 영광에 상응하는 영웅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오늘날의 시인들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삶을 천박하게 모방하고

표현하는 것이 반쪽짜리 과거를 그리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인물이나 영광

을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여 담아내는 시는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고

죽음이 아닌 삶을 품고 있는 시로 표현되는 것이다. 오로라의 “서사시”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의 삶을 담아내고, 예언자적 시인의 역할을 통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시의 의의와 정신을 반영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에서 형식보다 정신을 강조하는 데에서

도 발견된다.

시에서 어떤 형식이 가장 좋은가? 나는 형식,

그리고 외적인 것은 덜 생각하고 싶다. 정신을 신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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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 있는 자연이 형식을 만들기 위해 그러하듯.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시킬 뿐이다. 밖을 향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안을 향해라. 삶에서도 그러하고, 마찬가지로 삶인

예술에서도 그러하라.

What form is best for poems? Let me think

Of forms less, and the external. Trust the spirit,

As sovran nature does, to make the form;

For otherwise we only imprison spirit,

And not embody. Inward evermore

To outward,–so in life, and so in art,

Which still is life. (AL 5.223-229)

시의 형식에 대한 오로라의 숙고와 발언에서도 외형보다는 정신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된다. 과거의 제재가 현재는 물론, 과거의 인물과 영광도 보여

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과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되고 제한적인 시의

형식 역시 외관에만 치중하여 서사시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 속박하게 된

다. 형식적 요소는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면과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신에 의해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바렛 브라우닝이 『오로라 리』를 통해 보여

준 장르적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리 맥스위니(Kerry McSeeney)는

이 시를 “기교가 요란한 작품”(bravura performance)이라 칭하며 “무차별

하게 장르들을 섞어”(unscrupulously mixes genres) 이야기의 유창성을 이

어간다고 평했다(1). 이는 바렛 브라우닝이 장르적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

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의 형식을 재조정

했던 것을 의미한다. 바렛 브라우닝은 장르에 내재된 성 구분을 해체하고

‘아버지’를 내세우던 기존의 관습을 ‘어머니’로 대체시키면서 개인적이고 주

변부적인 이야기를 공적이고 가부장적인 장르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바렛 브라우닝이 전달하고자 했던 예언자적 시인에 대한 비전은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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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적 기획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보라, 마침내, 한 권의 책을.

만일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그것이다.

(마호멧의 이마에 고동치는 그 푸른 정맥에 의해,

각 예언자 시인의 책은 인간의 피를 반드시 보여준다!)

만일 생명의 피가 비옥하다면, 나는 이 책의

매 장마다 내 피를 짜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핏방울들은

한쪽으로 무겁게 미끄러져내려 책장을 마르게 했을 것이다.

Behold, at last, a book.

If life-blood's necessary,–which it is,

(By that blue vein athrob on Mahomet's brow,

Each prophet-poet's book must show man's blood!)

If life-blood's fertilising, I wrung mine

On every leaf of this,–unless the drops

Slid heavily on one side and left it dry. (AL 5.352-359)

책장을 적시는 “생명의 피”는 시와 삶의 연관성에 대한 오로라의 천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오로라는 이것을 마호멧의 이마에 있는 “푸른 정맥”에

비유하여 시인 예언자의 위상을 거듭 강조한다. 마호멧은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에서 “예언자로 나타난 영웅”에 분류된 인물인데, 그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보이는 열정과 의지 때문이었다. 마호멧은 글을 쓸

줄 모르는 인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코란이 진실하고 성실한 책으로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 마호멧은 조야하고, 못 배우고, 글조차 읽지 못했

지만, 열렬하고, 진실하고, 스스로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격렬하게 버둥거리

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기적을 행할 줄 몰랐지만, 스스로를 “인민의 설

교자”라고 칭하며, 그의 교리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

나타났다. 이에 칼라일은 이슬람을 하나의 종교로 옹호하고 있지는 않을지

라도, 자신이 깨달은 진리에 대한 마호멧의 확신과 그것을 전파하려는 노

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독창성과 진실성 그리고 열정을 영웅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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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송하고 있다(93-134). 오로라가 마호멧의 푸른 정맥과 자신의 시를 연계

하는 것 역시 자신의 예언자적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마호멧이 보여준 영웅적 성격을 오로라 본인에게도 전가시키는 것이다. 피

를 짜내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라도 생명력 있는 시를 쓰고, 그것을 후세

에 전하려는 의지는 시인의 공적 역할이 그 예언자적 사명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오로라의 시적 사명은 예언자는 남성이라는 관행적 인식으로 인

해 다시 한 번 ‘성’의 불일치를 겪게 된다. 이것은 그녀의 긴장과 갈등을

거듭 보여주지만 그것은 또한 일종의 시련(ordeal)으로서 그것을 극복하려

는 오로라의 위대성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녀는 “단지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짐 아래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면서 / 반신(半神)들처럼 똑바로 설

것을 요구받는”(We, staggering 'neath our burden as mere men, / Being

called to stand up straight as demi-gods)(AL 5.383-384) 칼라일 식의 영

웅일 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말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이중의 사명을

부여 받는다.

피그말리온과 자신을 비교하는 오로라의 명상에서는 이러한 그녀의 사명

이 그녀의 생물학적 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

다. 오로라가 피그말리온과 그의 조각상 갈라티아(Galatea)에 대해 명상하

는 것은 자신의 시적 사명과 공적 지향 안에 야기되는 성적 긴장을 드러낸

다.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꿈꾸며 만든 대리석

상에 불과하지만, 비너스가 그 이미지에 생명을 줌으로써 피그말리온의 연

인이 될 수 있었다. 피그말리온은 진실로 자신의 예술품을 사랑했고, 사랑

함으로 인해 불가능을 믿었고, 또 불가능을 믿음으로 인해 그 사랑을 이룬

존재였다(AL 5.399-409). 남성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야

기되는 욕망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성취되는 것과는 달리 오로라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서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퍼의 지적과 같이, 오로라는 자신

을 갈라티아가 아닌 창조자 피그말리온과 동일화하지만, 갈라티아가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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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온에게 “다산적인 시신”(fertile muse)(168)이 되는 것과는 달리, 오로

라의 작품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오로라는 여성시인이고 그녀

의 시신인 태양의 신 아폴로(Phoebus Apollo) 역시 그녀의 창조물을 위협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슬프다.

나는 내 작품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희망에 더 높이 짝지어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들을 쏘아 떨어뜨렸다.

내 태양의 신 아폴로, 내 영혼 내의 영혼은,

시도한 것에 의해 판단하고, 얻어진 것을

그의 하늘에서 은 화살로 쏘아,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동안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작품을 쏘아 떨어뜨렸다. 할 말이 있겠는가?

나는 예술가를 단지 위대해진 남자라 불렀다.

그는 또한 아이가 없을 것이다. 남자처럼.

And I am sad:

I cannot thoroughly love a work of mine,

Since none seems worthy of my thought and hope

More highly mated. He has shot them down,

My Phoebus Apollo, soul within my soul,

Who judges by the attempted, what's attained,

And with the silver arrow from his height,

Has struck down all my works before my face,

While I say nothing. Is there aught to say?

I called the artist but a greatened man:

He may be childless also, like a man. (AL 5.410-420)

오로라에게 시신이 되는 “태양의 신 아폴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대변

하는 인물이다. 오로라에게 있어 아폴로라는 내부의 시신은 창조자로서 어

머니의 역할을 부정하고, 여성시인 오로라의 작품들을 거침없이 살해한다.

어머니 시인으로서 양성적 정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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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성은 창조자이자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그녀의 열망과 갈등을 일으키

는 것이다.

여성의 몸으로 예언자적 시인이 되고자 하는 오로라의 열망이 마주하는

이러한 ‘성’에 따른 긴장과 갈등은 이탈리아로 옮겨져 해소되기에 이른다.

오로라가 마리앤과 더불어 마리앤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

안, 그녀 자신도 창조자이자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환상 속에서 경

험하는 것이다. 오로라의 비전은 피렌체가 물에 잠길 때 “바다의

왕”(sea-king)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대가

자연과 동떨어진 마법에 걸린 어떤 바다에서

물에 잠긴 어떤 도시를 본 것처럼-뛰어서 들어가

파도의 음성과 배반하는 부드러운 눈과,

미끄러운 머리채를 가진 바다의 왕을 찾으려는

열정적인 열망으로 응시하는 그대를 그리며,

그대는 입 맞출 수는 없지만 그들의 소금을

그대의 입술로 갖고 돌아올 수는 있다...

생각건대 나는 뛰어들었고, 나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본다...

그리고, 오 나의 마음...바다의 왕이다!

...–drawing you who gaze,

With passionate desire, to leap and plunge,

And find a sea-king with a voice of waves,

And treacherous soft eyes, and slippery locks

You cannot kiss but you shall bring away

Their salt upon your lips...

Methinks I have plunged, I see it all so clear...

And, oh my heart...the sea-king! (AL 8.38-59)

파도의 음성과 배반하는 부드러운 눈, 미끄러운 머리채에 대한 묘사로 미

루어보아 “바다의 왕”은 “남성이 인어로 나타난 신비로우며, 반은 자연이

고 반은 인간인 성적 대상의 남성 판”(a male version of the myst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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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natural half-human erotic object that men have figured as a

mermaid)(Mermin 189)으로 볼 수 있다. 환상 속에서 홍수에 잠긴 도시로

뛰어들며 오로라가 “바다의 왕”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 스스로가 신비로운

성적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대면하는 욕망의 주체임을 시사한다. 머민의

지적과 같이, 그녀는 자신을 “욕망이 대상을 이끌어내는 말하는 주

체”(speaking subject whose desire elicits its object)로 확립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은 피그말리온과 마찬가지로, 오로라 역시 대상을 창조하는 주체

이자 그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성적 각성”(sexual awakening)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90). 비록 미끄러운 머리채와 입 맞출 수 없는 입술에서

암시되듯 그 결합이 안정적이고 영원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로라 스스로가

열정적인 열망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자신의 입술에 소금을 갖고 돌아오는

것은, 그녀가 창조적 예술가로 가시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상 속에 나타난 오로라의 욕망과 그 ‘성취’는, 실제로 롬니가 등장하여

오로라의 시를 읽었다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정점을 이룬다. 롬니가 오로라

의 책을 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만, 그의 사랑은 단지 자신을 도와줄 아내를 구하는 남성중심

적 욕망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읽었다는 말과 더불어 미소를 짓고 세차게 끌어안듯 다가오는

롬니는 이제 사회적 구제를 위해 적합한 협력자와 동반자로서의 여성을 찾

기보다는, 자신과 합일되어 소통하는 존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AL

8.259-261).

... ‘왜냐면 그 책은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안에 살고, 내 안에서 깨어나고, 내 안에서 꿈꾸기 때문이에요.

내 매일의 양식은 그것을 맛보죠. 그리고 그것의

풍미가 조금도 없는 내 포도주는, 내가 쏟아 부었어요.

그건 마시기에 부자연스러운 듯해요.’

... 'for the book is in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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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in me, wakes in me, and dreams in me:

My daily bread tastes of it,–and my wine

Which has no smack of it, I pour it out;

It seems unnatural drinking.' (AL 8.265-269)

롬니가 자신의 포도주를 “쏟아 부어버리고” 오로라의 책만을 남겨두어 “매

일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롬니가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녹아내리는

‘바다의 왕’처럼 묘사되어, 오로라와 롬니 사이에 초월적 합일과 자아의 황

홀한 상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롬니는 스스로 오로라의 일부가 되어

그녀와 전적으로 동화되기를 희구하며, 자기 부정을 통해 자아를 확장하려

는 것으로 묘사된다. 오로라가 억압된 여성성의 해방으로 양성성을 얻는다

면, 롬니는 남성중심성을 벗어나 오로라와 하나가 됨으로써 양성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로라의 책을 읽고 난 롬니가 자신의 영혼을 오로라가 얻었다고 고백하

는 것 역시(AL 8.295-297), 오로라의 책에 의한 롬니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양을 의미한다. 비록 오로라의 작품이 남녀노소 모두의 작품 중 최고인

것으로 평가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녀의 책에 의해 롬니가 변화되는 것은

예언자 시인으로서 오로라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로라는 스스로를

“말하는 주체”로 긍정할 뿐 아니라, 그녀의 “말”에 의해 변화된 존재를 경

험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여성으로서 그리고 시인으

로서의 완성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태양의 신 아폴로가 하늘에서 은

화살을 쏘던 것에 비유될 만큼 오로라의 작품을 멸시하고 억압했던 롬니가

예술가로서 그녀를 긍정하고 그녀를 그 예술작품과 더불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오로라에게 시인의 사명을 독려하는 시신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롬니가 오로라 뿐 아니라 “천 명의 여인들” 즉, 여

성 전체가 지혜롭고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로라를 예찬하는 것은(AL 8.292-294) 오로라의 시적 성취가 여

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여성들 자신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임을 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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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를 양육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계급의 벽을 허무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려 한 롬니의 가부장적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만다.

마리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성 마가렛 골목에서 오로라가 행한 ‘자선’과 다

르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리 홀(Leigh Hall)이 불탈 때 마리앤의 아버

지를 구하려 하는 영웅적 행동 역시 눈멂으로 ‘보상’받는다. 롬니에게 있어

양성성은 이러한 실패와 눈멂에 의해 획득된다. 그는 자신의 박애가 가부

장적 사회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남성중심적인 응시를 중단함으로

써 양성적 존재가 된다. 이처럼 롬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오로라도 반성

적 자기 고백을 한다.

... 당신은 인간을 절반의 수단으로 구하려

했을 뿐이에요. 중도에서, 그들의 필요의 절반을 보며

당신의 개인적 이득은 전혀 생각지 않았죠.

그러나 양편에서 인간의 본성을 넓게

보아온 나는, 영혼에서도 그리고 예술에서도

모든 고상한 필요를 이해했으면서도,

내가 본 것을 배반했고, 내가 항변했던

나 자신의 삶도 망쳤어요. 여성의 것을 억눌러서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술가적 본능을,

고양시키려는 열의에 차서, 나는

어떤 완전한 예술가도 여기 그 어떤 불완전한

여성으로부터 발전되지 않음을 잊었어요.

... You only thought to rescue men

By half-means, half-way, seeing half their wants,

While thinking nothing of your personal gain.

But I who saw the human nature broad,

At both sides, comprehending, too, the soul's,

And all the high necessities of Art,

Betrayed the thing I saw, and wronged my own life

For which I pleaded. Passioned to exalt

The artist's instinct in me at th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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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tting down the woman's–I forgot

No perfect artist is developed here

From any imperfect woman. ... (AL 9.638-651)

오로라의 자기반성은 롬니의 예전 태도에 대한 비판적 옹호와 더불어 이루

어진다. 그녀는 롬니의 구제 사업이 예술적 가치에 무지함으로 실패했지만

그의 박애와 이타적 정신은 가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반면 오로라

자신은 여성적 본능이 필요함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했다고

말한다. 오로라는 롬니의 ‘무지’와는 달리 자신은 ‘식견’을 얻은 존재였음에

도 불구하고, “완전한 예술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억압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다.

오로라가 롬니의 청혼을 거절하며 푸리에(Charles Fourier)가 시인이 아

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한 바와 같이(AL 2.483), 롬니의 사회주의는

구제에만 몰입하고 예술의 기능을 간과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롬니의 눈멂은 『제인 에어』의 로체스터

(Rochester)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가부장적 인식에 따른 결과

일 뿐 아니라, 시의 공적 기능을 간과하고 천국과 현실을 매개하는 시인의

역할을 무시한 데 따른 일종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라 리』를 썼을 때, 샬롯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롬니는 로체스터보다는 밀턴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설

명한 바 있다. 그녀는 로체스터가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눈이 머는

것과 달리, 롬니는 리 홀이 불타던 당시 마리앤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사고

를 당한 후 점차 시력을 잃게 된다며 세부사항의 차이도 지적한다(LEBB

2, 245-246). 이러한 바렛 브라우닝의 주장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롬니는

로체스터와 종종 비교되고 실제로 그들의 인물됨에서는 유사성도 발견된

다. 그들은 둘 다 여성을 남성의 욕망에 따라 규정하고 가부장적 응시로

여성들을 제한하려 한다. 롬니는 로체스터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남성이

겪는 일종의 벌(punishment)로서의 ‘실명’을 겪게 된다. 또한 롬니는 조내

너가 주장한 바와 같이 타미리스(Thamyris)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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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리스가 자신의 시적 재능을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시신의 벌을 받고 눈

이 머는 것처럼, 롬니 역시 “영적인 차원”(spiritual dimension)없이 “물질

세계”(material world)만을 주장함으로 인해 실패와 실명을 겪게 된다. 천

국과 지상의 연합을 구현하는(embodies) 시신 없이 인간은 그 누구도 노래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 시신 그리고 시인의 역할을 부정한 롬

니 역시 예언자의 사명을 이행할 수 없었다(25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롬니의 눈멂은 역설적으로 그가 양성적이고 예언자적 존재로서의 식견을

얻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롬니의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오로라는 물질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

계만을 추구함으로써 여성성과 모성을 억압한 것으로 나타난다. 오로라의

반성어린 고백은 정신과 예술만을 추구하여 육체와 삶을 억압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롬니와 마찬가지로 오로라 역시 자신

의 실패한 전력을 토대로 스스로가 억압한 여성성을 드러내고 발전시켜 정

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이 화합하는 양성적 비전을 제시한다. “예술은 대단

하지만, 사랑은 더 위대하고”(Art is much, but love is more), “예술은 천

국을 상징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다”(Art symbolises heaven, but Love is

God)(AL 9.656-658)는 오로라의 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적 시인으

로서 오로라는 예술과 인간을 연계하고 공적 양육, 사적 성취를 화합함으

로써 사회 개선의 가능성을 찾아간다. 롬니와 오로라는 모두 여성성과 남

성성 정신과 육체를 화해시키는 데 양성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로라에게 있어 이러한 사랑의 경지는 롬니와의 재회 후 영국으로 돌아

온 상황에서 표현된다. 롬니는 오로라를 계속해서 “바라보지만”(watched)

그것은 욕망의 대상으로 오로라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라 안에 있

는 그의 영혼을 찾는 행위로 나타난다. 여기서 바렛 브라우닝이 바라봄을

응시에 대조되는 긍정적 의미로 제시하는 것은 그녀와 로버트 브라우닝 사

이의 실제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1845년 초봄 런던

의 추운 어느 날, 윔폴 가(Wimpole Street)의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 때

그는 브라우닝의 창문을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브라우닝의 창을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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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거리에 서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허락을

받고자 했다. 이는 바렛 브라우닝을 향한 로버트 브라우닝의 마음이 여성

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남성중심성을 벗어나 있음을 시사한다. 바렛 브

라우닝의 시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그녀와 그녀의 시 모두를 사

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로버트 브라우닝은 바렛 브라우닝의 허락 하에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와의 예술적 교감을 누리고자 했다. 응시가 아닌 바

라봄을 통해 로버트 브라우닝이 원했던 것은 양성 평등적 소통이었다고 하

겠다. 후에 그는 윔폴 가에서 서 있던 당시 자신의 심경을 브라우닝에게

편지로 고백한 바 있다.16)

브라우닝 부부의 이러한 관계는 오로라와 롬니 사이의 사랑에서도 반복

된다. 오로라 안에서 롬니의 영혼이 “자라고 높아져”(grew and

heightened) 형성되고(AL 9.763-764), 롬니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응시가 아니라 내면의 눈으로 타인을 경험하고 자신 역시 발견

하는 탐색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롬니와 오로라는 자신의 정신을 토양으로

타인의 정신을 양육하고 궁극적으로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상적 사랑의 경

지를 보여준다. 그들이 양성적이고 예언자적 존재로 성숙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힘에 의해 가능해진다. 오로라가 자신들의 사랑을 예찬하는 대목에

서도 이들의 합일과 그에 따른 양성성이 암시된다.

그러나 오, 밤이여! 오, 쓰라린 달콤함이여! 오, 달콤하여라!

오 어둠아, 오 달과 별들아, 오 어둠의

황홀이여! 오 사랑의 위대한 신비여,

그 안에서 흡수되어, 상실, 고뇌, 반역의 자아는

환희를 드넓힌다. 어떤 가득한 포도주 잔에

조약돌 하나가 떨어져 포도주를 넘치게 하듯!

우리 둘이 함께 앉아 있는 동안, 그 밤은 바로 내

옷에 너무나 가까이 기울어져 낯선 전기적 생명으로

16) 이 장면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줄리아 마커스(Julia Markus)의 Dared&Done:
The Marriage of Elizabeth Barrett and Robert Browning의 「서문」

(“Introduction”)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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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와 전율시킨다. 그리고 내 양 뺨은

그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내 머리칼에서부터 감촉으로

붉어졌다가, 다음엔 창백해졌다. 그 동안 금빛 달은

절망을 상속받은 어떤 숭고함의 표지처럼

우리의 얼굴 앞에 떠올라 있었다.

영원히 한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But oh, the night! oh, bitter-sweet! oh, sweet!

O dark, O moon and stars, O ecstasy

Of darkness! O great mystery of love,–

In which absorbed, loss, anguish, treason's self

Enlarges rapture,–as a pebble dropt

In some full wine-cup, over-brims the wine!

While we two sate together, leaned that night

So close, my very garments crept and thrilled

With strange electric life; and both my cheeks

Grew red, then pale, with touches from my hair

In which his breath was; while the golden moon

Was hung before our faces as the badge

Of some sublime inherited despair,

Since ever to be seen by only one,– (AL 9.814-827)

오로라가 내면에서 부르는 결혼 축가(epithalamion)라고 할 수 있는 이 대

목은 상반되는 요소의 통합, 부정적인 요소들의 변화와 화해에 따른 자아

의 확장, 그리고 성적 결합의 황홀한 비전을 보여준다. 카플란의 지적과 같

이 롬니의 눈멂은 그에게 영적 각성을 가져오고 오로라에게는 사랑을 표현

할 계기를 제공한다. 롬니의 무기력함은 오로라와 그가 평등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영감의 상호교환”과 “성적 열정 속에서 성적 정체성의 합

일”(merging of sexual identity in sexual passion)을 상징하기도 한다

(153). 오로라는 포도주이자 포도주 잔으로서, 하나의 조약돌로 상징되는

롬니에 의해 흘러넘친다.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고 스스로가 자신을 형성하

고 규정하는 오로라는 자기 발생적이고 자아 완성적인 생산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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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포용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확산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

성적 시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롬니 역시 자아의 황홀한 상실을 통해

오로라와의 합일을 상징하며 생명과 힘의 근원이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

천하는 예언자적 존재로 표현된다. ‘새벽 별’을 상징하는 오로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밤’이라고 할 수 있는 롬니에 의해 전율하는 것은 그들의 합일을

성적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린다 루이스(Linda M. Lewi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로라와 롬니의 성적 합일과, 예술과 정치에서 그들의

연합된 작업은 완성되고 재통합되고 부활한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168).

오로라가 말하는 “연합된 영혼”(united souls)과 그것의 “돌진”(hurtle)은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 역동적 생명력을 지

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합일을 의미하고 예찬한다.

오로라와 롬니의 화합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상반되는 요소가 통합되고

가시적인 빛과 내면의 빛을 화해시켜,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양성적 비전

으로 확장된다. 롬니가 오로라의 내면을 보듯 오로라 역시 달의 목격자가

되는데, 여기서 “절망을 상속받은 어떤 숭고함”으로서의 “달”은 이러한 화

합의 절정이자 그 구체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우닝은 여성적 존

재로 규정되어 온 달 속에 대립되는 모든 가치를 합치시킴으로써, 오로라

와 롬니가 양성적이고 예언자적인 존재로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롬니가 오

로라의 주체적이고 예언자적 위상을 긍정하고 기꺼이 자신을 그녀의 지배

하에 내어 놓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을 역전시켜 양성적 존재로서

그들의 성숙과 화합이 가부장적 사회를 해체할 잠재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눈멀게 하셔서 보게 하시니!

계속 비추시오, 오로라, 영혼들 중 가장 사랑스러운 빛이여,

영원히 낮과 밤 모두를 지배하리라!

나는 행복합니다.’

'Thank God, who made me blind, to make m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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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 on, Aurora, dearest light of souls,

Which rul'st for evermore both day and night!

I am happy.' (AL 9.830-833)

‘눈이 멀어 보게 된’ 인물로서의 롬니는 밀턴을 연상시키며 그 역시 예언자

적 시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환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쿠퍼가 지적한

롬니가 남성적 권위를 가진 오로라의 선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과는 거

리가 멀다. 쿠퍼는 눈 먼 밀턴과 같은 롬니가 어린 아들(infant son)이면서

도 아버지/연인으로서, 시신의 관습적인 역할을 넘어 성서의 정전적 텍스

트에 호소하는 “권위 있는 선배”(authoritative precursor)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187). 그러나 실제로 롬니는 오로라를 지배자이자 영원한 빛으로 상

정하고 자신의 존재 의의는 오로라의 역량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찾고

있다. 롬니는 오로라와 마찬가지로 양성적이고 예언자적인 존재가 되었지

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오로라의 예술적 자질과 예언자적 역량을 긍정하

고 돕는 데서 찾고 있다. 롬니는 이제 가부장적 사고에 제한되거나 남성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오로라의 시적 사명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그녀

의 동반자가 된다. 롬니가 오로라에게 예언자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반복된다.

... 세상은 도움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몹시 잘 사랑하여,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사랑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우리의 일 때문에 달콤하게 합시다.

그리고 모두 칭찬받고, 각각을 위하여,

모두에 의해 진정한 일꾼과 진정한 연인들이 탄생할 것이에요.

그대 여인의 입술에 나팔을 대고

(사랑의 성스러운 입맞춤이 여전히 신성하게 할 것이오)

그 금관악기를 따라 그대의 곱고 강렬한 소리를 불어보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든 계급의 벽을 여리고의 성벽같이

날려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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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waits

For help. Beloved, let us love so well,

Our work shall still be better for our love,

And still our love be sweeter for our work,

And both, commended, for the sake of each,

By all true workers and true lovers, born.

Now press the clarion on thy woman's lip

(Love's holy kiss shall still keep consecrate)

And breathe the fine keen breath along the brass,

And blow all class-walls level as Jericho's

Past Jordan ... (AL 9.923-933)

롬니가 오로라에게 권고하는 예언자 시인으로서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계급

적 벽을 허무는 것, 즉 자신의 구제사업이나 마리앤과의 결혼을 통해 이루

려했던 목적들을 대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문학을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선다. “여리고의 성벽”

을 허무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나팔” 소리의 비유에서처럼 오로라의 시적

사명은 신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이루고 그로써 천국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되어온 예언자적 역할이 ‘여 선지자’

오로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시아 셰인버그(Cynthia Scheinberg)

의 지적처럼 이것은 오로라에게 미리암의 위상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롬니가 미리암을 처음 언급할 때는 시인이 되고자 하는 오로라의 열

망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의도였다. 그는 모세의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오

로라가 시인이 되려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과도한 야망이라고 비난한다. 그

는 미리암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며 보편적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는 남성

이라고 주장한다(AL 2.168-172). 이러한 롬니가 결말에 이르러 오로라에게

여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전사에 비유하는 것은, 여

성의 예언자적이고 구원자적인 역량과 사명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성인 오로라가 예언자 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과 일

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선후관계 혹은 비중의 차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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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해진다. 데이비드 데이드레(David Deirdre)는 『오로라 리』가 보수

적인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고, 이 안에서 여성의 예술은 묵시적 가부장제

의 전망에 봉사한다고 주장하지만(98), 롬니의 비전은 결코 가부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스스로가 성숙의 과정에서 남성중심성을 벗어날 뿐 아니

라, 오로라의 화합을 통해 그가 희구하는 역할 역시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

정된 범주를 허물기 때문이다. 성과 계급의 경계를 허무는 ‘그들의 일’은

가부장적 인식을 극복하는 양성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예수의 사역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었듯, 오로라의 시와 사랑, 그리고

일 역시 가부장적 사고체제를 허물고 억압받고 희생된 자를 되살려 지상에

천국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고양된 영혼을 상징하는 오

로라의 나팔소리는 지상의 모순과 죄 그리고 고통을 씻어낼 뿐 아니라, 천

상의 복된 전망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그녀의 역량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

이다.

롬니의 눈 먼 “위엄 있는 눈”(majestic eyes)에 “완전한 정오”(perfect

noon)가 채워지는 것은(AL 9.960-961) 그가 육체의 눈을 넘어 내면의 눈,

더 나아가서는 신적인 영혼의 눈으로서 오로라의 예언적 전망을 공감하는

것의 비유로써, 남성과 여성은 물론, 지상과 천국, 어둠과 빛, 시간과 영원

모두를 초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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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의 여성주의 비평에서 『오로라 리』를 분석할 때는 양성성보다

는 여성성 또는 여성주의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어 왔다. ‘여성’과 ‘시인’이

라는 통상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화해시킨 것이 바렛 브라우닝

의 주요한 성취로 인식되면서, 『오로라 리』의 의의 역시 남성 위주의 서

사시 전통을 여성의 입장에서 전유하고 재창조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된 것

이다. 그러나 바렛 브라우닝의 지향점이 여류시인(poetess)이 되는 것보다

는 여성시인(female poet)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녀가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으로부터 유리된 여성적 혹은 여성주의적 문학의 창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남성 위주의 전통에서 승인될 양성적 시

인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바렛 브라우닝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 관

심을 갖고 여성시인으로서 글을 썼지만, 자신의 글쓰기가 남성중심적 문학

전통과 유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시인은 대개 남성이라

는 관습적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관행을 허물고 여성의 몸으로 시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온 주류 문학 전통 안에 성공한 여성시인으로 수용되기를 원했다. 따

라서 『오로라 리』에서 보인 오로라의 양성성에 대한 추구는 바렛 브라우

닝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성성은 좁은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 대안적 가치를 획득한 정신에 대한 상징으로서, 억압되고

주변화된 존재를 수용하고 타자와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승인하는 작가와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바렛 브라우닝은 『오로

라 리』를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의 삶을 위해 이야기 했

지만 그것은 단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인류를 위한 비전이고 그 안에

서 남성 역시 소외시키지 않는 양성 평등을 지향했던 것이다.

영국문학사에서 양성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렛 브라우닝이 처음은

아니다. 바렛 브라우닝이 지향하는 양성성은 1667년 출간된 밀턴의 『실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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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암시되는 양성성의 사례와 닮아 있다. 『실낙원』에서 이브는 이

원론적 사고에 대한 밀턴의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몸이면서도 정신이고

남자의 조력자이면서도 신의 창조물이며 감성과 더불어 이성 역시 지닌 존

재로 묘사된다. 아담이 천사를 통해 신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이브 역시 꿈

을 꿈으로써 예언적 전망을 얻고 여성 역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실낙원』에서 남성의 자질로 여겨진 이성과 함께

“인내라는 더 나은 용기”(the better fortitude / Of Patience)(PL 9.31-32)

와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자질로 여겨진 “인내” 역시 예찬되는 것은 남

녀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양성적 비전을 암시한다. 매리 로즈(Mary Beth

Rose)가 지적한 바대로, 밀턴은 『실낙원』을 통해 여성적 자질로 규범화

되어 온 “인내”가 문학에서 최우선적인 모범이 될 만큼 충분한 명성을 얻

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성한 결혼”(holy matrimony)을 인간의 완전한

영적ž사적ž공적 삶을 위한 중대한 노력으로 이상화하는 당대 프로테스탄트

의 담론과도 연관된다(86, 92). 밀턴은 기독교사상과 개인주의적 의식을 토

대로 남성과 여성, 육체와 정신, 가정과 사회가 화합하는 양성적 가치를 주

장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 낭만주의 남성시인 워즈워스와 셸리에게로 이어

진다. 워즈워스의 『서곡』(Prelude)에서는 실제의 남녀 관계는 물론 남성

성과 여성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양성성이 암시된다. 유년기의 워즈

워스는 “남성적 상상력”과 “여성화된 자연” 사이의 소통과 상상적 합일에

천착하며 양성성을 추구한다. 그는 자연을 여신 혹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

로 묘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결합해야 할 아내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성의 추구는 때로 위협적이고 낯선 존재인 자연을 대면하거나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자연을 경험함으로써 좌절된다. 워즈워스의 성숙은

이러한 불안과 좌절을 거쳐 자연과 상상력 안에 내재한 양성성을 발견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셸리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에서 주피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를 “동정”(pity)하고 그에게 “공

감”(sympathy)하는 프로메테우스를 이상화한다. 주피터가 폭정과 지배라는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특성을 드러낸다면 프로메테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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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를 향한 저주를 철회하고 동정과 공감이라는 대안적 가치를 보여준

다. 그의 동정과 공감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연대를 이끌며 본래의 이상적

인 상태인 양성성이 회복되는 양상을 예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낭만주의

시인이 보여준 양성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작가들이 추구한 “양성성”

역시 남성성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 시인들이 추구한 양성성과 그들이 수용한 여성성이 남성중심

적인 것 혹은 남성적인 것으로 비판 받는 것은, 그들의 시적 자아가 남성

으로 제시되고 자연이나 여성을 인식하고 재창조하는 주체 또한 남성적인

것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비

판의 대표적인 예가 『여성작가와 시적 정체성』(Women Writers and

Poetic Identity)에서 이루어진 마가렛 호먼즈(Margaret Homans)의 논의

이다. 여기서 호먼즈는 시인을 남성으로 성별화 하는 것은 문학 전통에서

관습적 인식이었지만, 이것이 더욱 강화된 것은 낭만주의 시대라고 지적한

다. 그녀는 시인을 남성과 동일시하고, 목소리를 남성적 자질과 동일시한

낭만주의 전통으로 인해, 작가가 글쓰기로부터 성적 정체성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3). 호먼즈의 주장과 같이 낭만주의 문학

에서 시적 자아가 남성으로 제시되고 그의 자질 역시 남성적인 것으로 표

현되는 특징은, 시인을 남성으로 혹은 시적 전통을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

하는 사고의 고착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인의 시

적 정체성 확립이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성을 강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초부터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남성적 자질을 옹호하기 위한 의도

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낭만주의

시인들이 보여준 남성중심의 시적 정체성은 성차별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

이기보다는 정신과 자연의 상호작용에서 시적주체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워즈워스와 셸리가 남성중심적 시인으로 평가되었다면 바렛 브라우닝은

여성중심적 작가로 평가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바렛 브라우닝 역시

워즈워스나 셸리와 마찬가지로 양성성을 시인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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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녀가 양성성을 추구해가는 양상은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시인들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바렛 브라우닝은 시적 자아를

여성으로 제시하면서 주변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인의 양성성이 회복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로라 리』의 초반부에서 오로라는 시적

자아를 남성으로 제시하는 문학적 전통을 수용하여 여성성을 억압함으로써

남성적 주체를 확립하려 한다. 그녀는 여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성을 가장하

여 시적정체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로라에게 있어서 성숙의

과정은 여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성만을 부각시키려 한 자신의 시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고 여성성을 되살려 양성적인 시인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

으로 귀결된다. 바렛 브라우닝은 낭만주의 시대의 남성시인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남성성에 대한 비판과 여성성에 대한 긍정을 통해 양성성이 회복되

는 점을 보여주지만 워즈워스나 셸리에 비해 시적 자아의 ‘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고 더 깊이 고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오로

라는 타자의 여성성이 아닌 자신의 여성성을 억압하고 긍정하는 상반되는

과정을 거쳐 남성으로 상정되어 온 시적 자아를 양성적 여성의 자아로 대

체한다.

『오로라 리』에서는 시인 개인의 성숙 속에 공동체적 화합에 대한 기대

를 담으며 양성성을 추구한다. 『오로라 리』에 나타난 양성성은 일차적으

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화합을 뜻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존중을

암시하지만, 이 안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가치를 통

합시키는 사회적 함의 역시 나타난다. 이것은 당대의 문학적 배경과도 연

관된다. 『성, 장르, 그리고 낭만주의 시인들』(Gender, Genre, and the

Romantic Poets)에서 필립 콕스(Philip Cox)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낭만주

의 시대는 장르와 성에 있어서의 “과도기”(transition)였다. 이 시기의 끝으

로 갈수록 월터 스콧(Sir Walter Scott)을 비롯한 더 많은 남성들이 소설을

쓰게 되었고, 더 많은 여성들이 시를 쓰게 되었다. 성과 장르의 경계 허물

기는 문학의 창작과 독서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소통을 야기할 뿐 아니

라, 작품의 내용에서도 양성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바렛 브라우닝은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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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라는 장르의 혼융을 통해 개인과 사회는 물론, 남성성과 여성성의

화합에 관한 비전을 강화한다. 『오로라 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

역은 물론 남성성과 여성성의 화해를 지향하며 내용과 형식의 양성성을 보

여주는 “소설적 시”로 규정되는 것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이 보여준 양성성

은, 비록 남성중심적 성향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성적 가치를 들여

오고 ‘시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양성성이 주요한 의제임을 상기시킨다.

비록 워즈워스의 『서곡』이나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 나타난

시인의 성장의 과정이 남성중심적 주체의 확립과도 무관치 않고, 그들의

서사나 극적 재현 역시 서정적 자아의 무한하고도 반복적인 자기표현과 닮

아 있다 할지라도, 워즈워스와 셸리가 여성성을 긍정하고 시인의 성숙과

그것의 공적 의의에서 양성성을 부각시킨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바렛 브라우닝은 앞선 시인들이 보여준 양성성의 가치에 더하여 『오로라

리』를 통해 여성시인 화자를 주인공으로 제시함으로써 한층 더 완성된 양

성성을 제시한다.

바렛 브라우닝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라는 여성성의 억압과 부

정, 발견과 재발견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양성성을 회복함으로써 시인의

비전에 도달하고 영웅적 성취를 예고한다. 바렛 브라우닝은 개인적 성숙과

시적 성취를 동일한 맥락에서 보여주며 여성시인 영웅을 정당화하는 것이

다. 이처럼 여주인공을 서사시의 영웅이자 여성시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

렛 브라우닝의 문학적 혁신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녀는 표면적

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성과 서사시를 융합함으로써 삶의 다양한 국면과

가치를 보여주며 양성성을 부각시킨다. 『오로라 리』의 끝이 사랑하는 연

인들의 결합으로 끝난 것은 오로라의 자립성 내지는 여성 작가로서의 성공

을 바랬던 비평가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었으나 오로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더욱 복잡한

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특히 오로라의 양성성이 롬

니와의 재회와 결합을 통해 더욱 확고해지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적

비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성(domesticity)을 역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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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연한 성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은 물론 계급과 국가가 화해하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이

라고 하겠다. 이처럼 바렛 브라우닝은 그녀의 작품 『오로라 리』를 통해

양성성을 통합와 공존을 위한 이상적 자질로 제시하며 새로운 여성시의 가

능성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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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sion of Androgynous Heroic Poet in

Elizabeth Barrett Browning's Aurora Leigh

Juri Kim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vision of androgynous heroic poet

represented in Aurora Leigh by Elizabeth Barrett Browning. Aurora

Leigh shows Aurora’s inner fulfillment and acceptance of others along

with her achievement both in art and love. Androgyny in this poem

merg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as well as other contradictory

values, and symbolizes individual mental growth of poet-hero with the

vision of an ideal community. Aurora in Aurora Leigh represses her

femininity and assumes masculinity to make a success of poetic

vocation; however, she restores her femininity experiencing motherhood

through Marian and her son. Aurora’s dream of “New Jerusalem” arises

from her androgynous mind which overcomes the walls of gender,

class, and nation. Woman as she is, Aurora, the poet prophet presents

an integral and harmonious vision and anticipates an ideal community

built by her bardic vocation. Androgyny in Aurora Leigh is the symbol

of synthetic mind that acquires alternative value through the escape

from the narrow limit of self. This distinguishing feature shows the

spirit of the author and her age, that embraces the marginalized beings

and acknowledges the rights and the roles of women and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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