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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대니얼 디포의 『록사나』를 여성의 몸을 통해 여성의 재산이 

발현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디포는 여성의 몸이 지닌 경제적 맥락을 포착하여 

여성의 몸이 아내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생물학적 재생산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밝힌다. 

디포는『록사나』에서 당대의 결혼제도와 여성의 매춘, 여성사업가의 존재양식 

등 여성의 몸으로까지 관찰과 분석을 확장하여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이 

논문은 록사나를 통해 여성의 몸이 어떻게 사회적, 법적으로 구성되고 경제적 

가치를 재현하고 구현하는지 살펴보며,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1 장에서는 록사나의 결혼과 남편의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파경에 나타나는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여성의 재산(권) 

변화를 분석한다. 남편과 한 몸이라는 논리 하에 당대 기혼 여성(feme covert)은 

재산권을 남성에게 위탁했지만 독신 여성(feme sole)은 이와 달리 재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다. 디포는 록사나가 법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재산권 및 몸의 

자치권을 획득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당대 

결혼제도의 허실을 보여준다.  

 2 장에서는 여성의 몸과 매춘을 다룬다. 록사나는 매춘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재산을 획득하고, 또 투자와 같은 경제적 학습을 수행한다. 디포는 매춘을 

통한 여성의 몸의 상품화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재생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주인공과 당대의 인식 

변화를 관찰하여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몸의 상품화와 자본화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고찰한다. 또한 화폐경제체제 속에 편입된 여성을 통해서 

디포는 당대의 경제 담론과 매춘의 유비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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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록사나를 통해 몸의 상품화 

과정에서 배제된 어머니로서의 몸과 그녀와 아이들의 관계를 조명한다. 디포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몸이 가지는 한계를 문제 삼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성성과 화합하지 못하는 록사나의 자기파멸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학이란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제활동 및 경제문제를 

포괄하고 여성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디포는 여성의 재산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록사나』를 통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여성의 

몸을 가시화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 포섭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구현한다.  

	  
 

 

 

주요어: 대니얼 디포, 『록사나』, 여성, 재산, 몸, 매춘, 경제, 결혼, 가정,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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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적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18세기 소설들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 플롯(romance plot)과 결혼을 지향점으로 삼는 결혼 플롯(marriage plot)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1
 대니얼 디포(Daniel Defoe)의 마지막 소설『록사나, 운 좋은 

정부』(Roxana, The Fortunate Mistress, 1724)
2는 결혼을 종착점으로 삼지 않으며 

결혼 이후의 여성의 삶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록사나』는 여성의 경제적, 현실적 조건이나 매춘을 다룸으로써 당대 유행하던 

대중 소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디포는 당대의 정치, 사회, 종교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치밀하게 자신의 작품에 투영했다. 이에 관하여 이안 와트(Ian Watt)는 

평범한 한 개인이 겪는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형식적 리얼리즘’(formal 

realism)과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디포의 소설 속에 잘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8 세기 자본주의의 확립과정과 경제적 인간형을 다른 어떤 

소설가보다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라고 평가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인간의 완벽한 구현체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를 꼽지만 그는 

무인도에서 자급자족하는 인물인데 반해 록사나는 런던, 파리, 로테르담 

한복판에서 활보하는 성공한 사업가이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부분의 

소설들이 사회구조나 경제적 배경을 소설 속에 적극적으로 들여오지 않는 데 반해 

                                                        
1  『록사나』내에 형성된 결혼을 중심으로 살펴본 비평가로는 스피로 피터슨(Spiro Peterson)이 있다. 

그에 따르면 작품은 “일련의 각계각층 내에서 맺어지는 부부 관계 또는 부부와 유사한 관계”(series of 

marital or pseudo-marital relations on different levels of society)와 “결혼과 비-결혼의 패턴”(patterns 

of marriages and non-marriages; Peterson 167)을 보여준다.  
2   이후『운 좋은 정부 록사나』는『록사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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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는 특이하게도 이를 『록사나』에 반영하며 록사나란 ‘여성’ 인물을 돈과 법, 

관습이 지배하는 실제의 공간에 위치시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다.  

디포는 여성에 대한 당대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았다. 디포는 “여성의 역량은 남성의 역량에 비해 훨씬 낫다고 알려졌고 

그들의 지각 또한 남성들보다 날카롭다”(The Capacities of Women are suppos’d to 

be greater, and their Senses quicker than those of the Men; Essays 109)고 평하며 

여성도 남성과 같이 알맞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여성의 교육」)(“The Education of Women,” 

1719)에서 언어, 화법, 독서 등의 교육을 제안하며 사회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통찰력과 관찰력을 지닌 여성상을 그려낸다. 디포는 이러한 여성관에 입각해 

록사나란 인물을 창조하여 그녀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의 

재산이 매춘을 통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록사나가 여성들에게 좋은 예가 되기는 

어렵다. 당시 영국 출판 시장에 보급된 품행지침서(conduct books)는 여성의 

정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여성의 미덕으로 겸손, 온순, 다정함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숙한 여성상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디포의『록사나』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도덕적 기준인 정절을 지키지 않으며 당대의 사회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다.  

『록사나』 에서 나타나는 재산(권)과 경제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당대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8 세기 여성의 경제력은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지위와 연계되었다. 당대 영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가문이나 출신, 토지 소유권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지거나 직업 

또는 재산과 같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었고, 아내 

및 어머니 또는 딸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가족 내 위치가 그 지위를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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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의 법적 지위는 결혼에 의거하여 기혼여성(feme covert)과 결혼 밖에 

존재하는 독신여성(feme sole)으로 나뉘었다.
3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은『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Commentary on the Laws of England, 1765)에서 여성을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4
  

 

결혼에 의해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한 사람이 된다. 여성의 존재, 즉, 

법적 존재는 결혼 기간동안 보류된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여성의 

법적 지위는 남편의 법적 지위에 편입되고 통합된다. 여성의 모든 행동은 

남편의 돌봄과 보호 아래 실행되므로 아내는 프랑스어 법률용어로 feme-

covert 라 불린다. 

By Marriage, the husband and wife are one person in law: that is, the very 

being or legal existence of the woman is suspended during the marriage, or 

at least is incorporated and consolidated into that of the husband; under 

whose wing, protection, and cover, she performs everything and is therefore 

called in our law-French a feme-covert. (430) 

 

즉, 기혼여성은 법률상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독립적으로 취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남편의 신분이 곧 아내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법적으로 자기만의 지위라는 것이 없었다. 이에 비해 독신 

여성(feme sole)은 남편이나 다른 남성의 보호에 포섭되지 않았고, 법적 권리를 

                                                        
3 ‘feme covert’는 말 그대로 남편이 있는 여성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유부녀’ 또는 

‘기혼녀’로 번역된다. 반면 ‘feme sole’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 포섭되지 않거나 이탈한 

노처녀(spinster), 과부(widow) 또는 이혼 후 홀로 생활하는 여성을 포괄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의미를 부각하여 ‘독신 여성’으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feme covert’는 ‘기혼 여성’이라 

번역한다. 
4  블랙스톤의『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이 서술된 시기는 비록 작품보다 뒤에 출간되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 영국의 관습법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18 세기를 대표하는 법학 

저서이기에 이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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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5

 이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에 의해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및 경제적 재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법적 지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재산권 행사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관습법에 따라 독신여성, 즉, 미혼녀나 과부는 법적 

규제를 겪지 않았”(Under common law Feme sole, that is the single woman or 

widow, suffered no legal constraints; Prior 102)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남편은 재산의 관리자로서 돈, 주식 및 개인 소유물이 

포함된 아내의 재산을 소유했다. “아내는 그들이 상속받거나 번 돈을 쓸 수 있거나 

생산한 상품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wives had no legal right to 

dispose of the commodities they produced, nor to spend the cash they had inherited 

or earned; Mendelson and Crawford 219)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과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했다. 얼(Peter Earle)에 의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편의 하인으로서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었을 뿐이다(Earle 160). 이처럼 

기혼여성에게 경제활동은 극히 제한되었고 가사생활이 주를 이루었다.
6
  

                                                        
5 관습법에 의해 독신 여성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호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을 

경우에 보장되었다. 
6 여성의 법적 지위에 따른 재산권과 생활상을 살펴보기 위해 메리 프라이어(Mary Prior)의「여성과 

도시 경제: 1500-1800 옥스퍼드」(“Women and the Urban Economy: Oxford 1500-1800”)와 피터 

얼(Peter Earle)의『영국 중산층 되기: 런던의 사업, 사회, 가족 생활 1660-1730』(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Business, Society and Family Life in London, 1660-1730)을 참조했다. 

프라이어의 글은 옥스퍼드 지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여성의 생활상을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옥스퍼드 지역은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하였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장갑 등과 같은 

제조업 및 상업이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 단위였던 가정이 무너지면서 공간의 분리가 

일어났고 아내는 사적 영역인 가정에 머물게 되었으며 남편의 일을 돕기도 했던 그녀의 역할은 점차 

아이 돌보기와 가정 보살피기로 변모했다. 지역 사례 연구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잘 설명한다. 얼은 런던의 중산층 생활에 주목하여 그들의 경제와 사회상을 탐구한다. 

그는 특히 디포를 18 세기의 영국 사회, 경제 연구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그의 다수 작품과 

저술들을 책에 인용하여 당대의 삶과 디포의 연관성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이외에도 『근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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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포는 결혼제도가 수반하는 법적 지위, 여성의 재산(권)과 실제 여성이 

현실적으로 처한 삶의 간극을 포착하고, 몰 플랜더스와 록사나와 같이 가정 내 

주어진 성역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여성의 서사를 구현한다. 그러나『록사나』는 그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품 출간 이후 근 50 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기록된 논평이 없었”(There is almost no recorded comment on the novel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after its publication; Mullan vii)을까? 소설가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과 필딩(Henry Fielding), 스턴(Laurence Sterne)과 달리 디포는 “생계를 

위해 오래 전에 정조를 희생한 이야기”(tales of virtue long since sacrificed to 

necessity; Mullan ix)를 소재로 삼았다. 록사나의 경제적 성장의 밑거름이 비도덕적 

행위인 매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작품은 당대 평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또한 물질적 성공과 재혼을 통해 행복한 여생을 보낼 것 같던 

록사나가 갑작스레 망한다는 황망한 결말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딸 

수잔(Susan)과의 집요한 추격전 끝에 딸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결말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당대인들이 작품의 결말을 문제적으로 바라보았듯이 이후 많은 

비평가들도 “작품이 미완성”(that the book is incomplete; Jenkins 145)이라고 

평하며 디포의 소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가장 어두운 

작품”(darkest novel; Blewett 116)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인물의 도덕성과 함께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작품의 취약한 

서술구조에 대한 비판적 경향은 여전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측면에서『록사나』를 새로이 고찰하였다. 먼저 작품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G. A. 스타(G.A. Starr)는 작품이 청교도의 “영적 

자서전”(spiritual autobiography)의 특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여성, 1550-1720』(Women in Early Modern England 1550-1720)도 당대 영국의 여성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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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가 죄-회개-구원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비국교도로서 디포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록사나가 그녀의 주체성과 매춘이라는 행위로 

인한 “공감과 판단 사이에서 긴장”(the tension between sympathy and judgment; 

Casuistry 165)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젠킨슨(Ralph E. 

Jenkins)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구조를 파악한다. 그는 록사나의 딸 “수잔의 

살해를 작품의 절정”(makes the murder of Susan the climax of the story)으로 놓고 

“록사나가 경력을 쌓으면서 죄를 짓고 또 짓는데 그녀는 이를 다 알면서도 

짓는다”(Roxana sins more and more as her career progresses, but she sins 

knowingly; 147)고 주장한다.  

이렇듯 록사나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록사나의 행위에 대한 심리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헬렌 

모글렌(Helen Moglen)의 경우 『록사나』는 분명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주의 소설로 분류되지만 “록사나”란 가명이 명시하듯 

환상주의 소설(fantastic novel)로 치환될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품에 사실주의 요소와 환상주의 요소가 공존한다고 밝힌다. 

모글렌에 따르면 “환상주의 서사는 정신 내부에 초점을 두”(fantastic narratives had 

an intrapsychic focus; 7)고 “사회적 변형에 따른 심리적 손실을 드러낸다” ([the 

fantastic] reveals the psychic costs of social deformation; 9)고 지적한다. 환상주의 

서사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녀는 자녀들을 지목한다. “부유한 매춘부”(the 

prosperous whore; 22)가 되기 위해 엄마이기를 거부했던 과거의 경험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클라우스 피터 요쿰(Klaus Peter Jochum) 또한 작품을 “심리 소설의 초기 

표본”(an early example of the psychological novel; 167)이라고 평하면서 그 평가의 

중심에 록사나와 아이들의 관계를 설정했다. 엘렌 폴락(Ellen Pollak) 및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록사나의 심리적 갈등을 두고 작품을 『몰 플랜더스』(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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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ders, 1722)와 견주었을 때, 더 발전된 소설이며 여성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소설(psychology novel)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몬드 

스태픈슨(Raymond Stephanson)은 “록사나의 심리적인 공포와 쫓고 몰리는 기분과 

그녀의 발작적인 피해망상”(Roxana’s psychological terror, her sense of being 

hunted out and cornered, and her hysterical paranoia; 287)이 서사 전반에 깔려 

있으며 그녀의 심리적인 상태가 서사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러한『록사나』의 심리분석은 매춘에 대한 도덕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여성의 

현실과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왜 내가 

창녀여야 하지?”(Why am I a Whore now?; 202) “무엇 때문에 나는 창녀인 

거지?”(What am I a Whore for now?; 203)에 대한 거듭되는 록사나의 질문은 

자신의 매춘에 대한 도덕적 갈등의 표출이다. 또한 록사나의 어두운 심리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 또는 규정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테리 캐슬(Terry J. Castle)은 심리 분석에서 더 나아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거하여 록사나의 행위 및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의 관계, 즉 록사나와 딸 수잔(Susan), 하녀 에이미(Amy)의 관계를 논한다. 

특히 록사나와 에이미, 보석상의 삼각관계에 주목하여 에이미와 록사나의 관계를 

모녀관계로 치환하고 수잔과 에이미를 상징적으로 풀이하며 이들의 심리 상태 

또한 다룬다. 이처럼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록사나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그녀에게 내재된 무의식을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품에 

대한 다수의 심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흥미롭게도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이들과 록사나의 관계이다. 록사나의 서사는 아이들의 등장, 특히 딸 

수잔의 재출현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빨라지며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을 연출한다.  

작품을 여성의 주체성과 욕망으로 분석하는 논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록사나』를 재평가한 



 8 

인물 중 한 사람이고, 그녀에 따르면 “『몰 플랜더스』와『록사나』는 명백하게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는 몇 안되는 영국 소설의 반열에 오른다”([Moll Flanders 

and Roxana] stand among the few English novels which we can call indisputably 

great; 337). 울프는 두 여성 인물들이 고립되고 소외된 현실 상황에서 자신을 

입증하고자 했던 독립적인 면모에 주목한다. 캐서린 로저스(Katharine M Rogers) 

또한 페미니즘 관점에서 디포의 여성관을 정리하면서 디포를 “의식있는 

페미니스트”(purposefully a feminist; 62)라고 과감히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디포는 결혼제도 내에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적극적일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한다(64-65). 또한 

로저스는 디포의 여성 소설들이 “사회 제도가 부여하는 불이익에 대항하여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필요성과 능력”(the need and capacity of women to be 

active and independ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disadvantages society imposed on 

them; 66)을 부각시켰다고 평한다. 이처럼 울프와 로저스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주목하지만 록사나의 자립의 원천이 매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심지어 로저스는 “정절을 벗어 던지는 것은 록사나를 생존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락함과 자존감을 높인다”(Casting off chastity not only enables Roxana to survive 

but increases her comfort and even her self-respect; 68)고 단언하며 매춘의 경제적 

유용성만을 논한다.  

이러한 비평의 흐름에 동조하는 또 다른 비평가 모나 쇼에르만(Mona 

Scheuermann)은 록사나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과정에도 주목한다. 

그녀 또한 디포의 여성관을 눈 여겨 본 비평가 중 한 명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18 세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기존의 “구애와 결혼, 예법과 사교예절, 처녀성과 

평판”(courtship and marriage, decorum and social graces, virginity and reputation) 

주제에서 벗어나 여성과 돈의 관계에 주목한다. 쇼에르만에 따르면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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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having money of her own is seen as virtually the only way that a woman can be 

both safe and independent; “Women and Money” 311)이며, 당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회 구조 내에서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 관리 능력이 

여성 인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디포의 몰 플랜더스와 록사나를 

“경제적으로 유능한 인간”(an economically capable human being; 13)이라 칭하며, 

그녀는 법적∙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디포가 여성의 주체적인 면모를 

묘사했다고 지적한다. 쇼에르만 또한 록사나의 경제적 성장 과정을 강조할 뿐 그 

원천이 매춘이었다는 사실은 묵과하며 보석상과의 관계 이후의 정부 생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셜린 메이슨(Shirlene Mason) 역시『대니얼 

디포와 여성의 지위』(Daniel Defoe and the Status of Women, 1978)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들을 사회적 지위 별로 비교하여 디포의 여주인공들을 분석한다. 그러나 

메이슨은 쇼에르만과 달리 “그의 소설 속 여주인공들은 독립적이지만 사회적으로 

국외자들이다”(his fictional women, although they are independent, are social 

outcasts; 103)라고 평하면서 디포가 여성들의 능력과 자치를 허락하면서도 

사회구조 내에서 엄연한 개인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기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메이슨이 그녀들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지칭한 것은 이들의 경제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메이슨은 디포의 여성관 및 여성의 교육에 관한 

에세이에서 디포가 제안한 여성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실상 디포가 말하는 

여성교육은 여성의 교양 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남성의 사업을 도울만한 

능력을 배워서 남성의 조력자에 그치게 할 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비판한다.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록사나의 행위와 그 주변 인물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심리 분석과 페미니즘적 접근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접근이 가진 일정한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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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록사나의 경제적 성장과 독립에도 불구하고 록사나가 사회적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비평가들도 그녀의 성공과 

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성의 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디포가 『록사나』를 통해 한 여성이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성공하여 경제력을 지닌 개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그가 당대 여성의 처지에 대해 느꼈던 문제 의식을 

추적한다. 작품은 남편 사업의 파산이라는 ‘경제적’ 비극에서 시작하며, 록사나 

개인의 ‘경제적’ 도산으로 끝난다. 그 과정의 출발점은 미망인의 소유권 계승 및 

재산권 행사, 유언장의 효력이라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이다. 이처럼 디포는 

여성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당대의 여성이 재산(권)과 경제권을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녀의 몸과 연결 짓는 양상을 그린다. 그녀의 

경제력은 몸을 매개로 한 매춘 행위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대의 여성과 재산, 그리고 몸을 연결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다른 디포의 소설들과 마찬가지로『록사나』와『몰 플랜더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있다. 록사나는 가정소설(domestic novel)에서 묘사되는 

여성 인물들처럼 가정 내에 머물면서 기존의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 경제적 독립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록사나는 한 여성이 재산을 축적하고 경영을 통해 자신을 상품화하고 

자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어디까지나 그녀의 몸이 경제적 성공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공의 바탕에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여성의 몸이 단순히 경제적 재생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은 이 외에도 생물학적 재생산 또는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기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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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주체성과 욕망이 투영되는 대상이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기본전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록사나』를 통해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은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권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여성의 몸에서 파생되는 

재산을 지속해서 노출시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 1장은 18세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을 결혼제도와 관련시켜 살펴본다. 디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결혼제도의 이면을 밝히는 동시에 결혼제도에서 발생되는 여성의 

재산권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2 장에서는 록사나의 매춘의 다양한 국면을 

포착함으로써 몸의 상품화와 여성의 자본 축적에 대해 살펴본다. 디포는 록사나가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을 통해 당시 경제 체제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 

3장은 이러한 록사나의 몸의 상품화를 통한 재산 축적이 기존의 가족제도 속으로 

어떻게 환원되는지 분석하여 본디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재생산과 모성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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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과 재산: 독립 여성(feme sole)과 기혼 여성(feme covert)사이  

 

 

 『록사나』에서 결혼과 재산은 인물을 설명하고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결혼은 당대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고, 여성들은 삶의 

안정성을 영위하기 위해 결혼에 의존했다. 그런데 디포는 결혼제도와 그에 

수반되는 여성의 법적 지위 및 재산권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그의 눈에 여성의 

삶은 늘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사회가 규정한 틀 안에서 고군분투한다. 디포는 

결혼과 같은 사회적 제도에 여성을 가두지 않는다. 그는 록사나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해체한다. 

그리하여 그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남성중심사회에서 수동적인 여성의 역할을 

전복시키고 자유롭고 경제적인 주체로 전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폴라 R. 백샤이더(Paula R. Backscheider)는『록사나』가 “자급자족하고 

만족하는 독신여성의 묘사”(The portrayal of the self-sufficient, content single 

woman; 242)로 가득하다고 평한다. 실제로 작품은 록사나의 짧은 결혼에서 

출발하여 그가 수차례 여러 남성과 결혼 및 그에 준하는 동거관계를 맺고 연인을 

바꾸는 모습을 그린다. 『록사나』는 일찌감치 남편의 자리를 빈자리로 두어 

남성들이 그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디포는 그 과정에서 록사나가 

맺게 되는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성장과 다양한 재산(권)을 

그려낸다. 흥미롭게도 디포는 록사나의 남편들과 연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직업 또는 직위만을 명기한다. 이는 디포가 의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양상을 탐구했으며, 록사나가 가정의 경제적 활동을 넘어 남성의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활동을 간접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디포는 록사나가 당대 사회가 규정하고 기대하는 여성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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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여성을 다루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가정환경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록사나』는 그녀가 단지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고 

멋진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lov’d a Crowd, and to see a great-

many fine Folks; 5),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교양을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디포는 그녀의 성장배경 너머 가려진 그녀 

안에 내재된 경제관을 시사하고 작품의 윤곽을 독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록사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 

건너온다(5). 국외자의 신분이면서도 영국 사회에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익에 눈이 밝은 그녀의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하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프랑스 브랜디와 증서, 그리고 

값어치가 되는 제품들을 보내”(remitted considerable Sums of Money, . . . a 

considerable Value in French Brandy, Paper, and other Goods) 교역을 하여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에게 “양심 또는 뭔가 다른 이유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 온”(who at that Time fled hither for Shelter, on Account of Conscience, 

or something else; 5) 다수의 망명객들이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모여든다. 그들을 

보며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들이 프랑스보다도  더 후한 임금을 받을 수 

있기”([Refugees] had a much better Price for their Work, than in France; 6) 때문에 

영국에 왔다고 말한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꽤 의미심장하다. 

명백히 종교라는 이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영국에 건너왔지만 종교적인 신념보다도 

먹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돈이 망명의 선택에 더 크게 작용했음을 디포는 넌지시 

지적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 즉, 돈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돈을 

중심으로 사회가 변모함을 디포는 은연중 밝히고 있다. 록사나의 아버지는 사회에 

유입 또는 정착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여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인 신념, 명예, 

가문, 정치적 특권은 부수적인 사항임을 록사나에게 일러준다. 망명이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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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의 경험과 가정환경은 록사나가 재산의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일조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서사 또는 록사나가 겪을 사건들이 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예견한다.  

당대 여성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처드슨의 클라리사(Clarissa)의 경우처럼 친인척에게 물려받는 

유산(inheritance)과 결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결혼은 여성의 재산권 이전 

및 분배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여성의 재산은 크게 결혼 지참금(portion)과 

남편이나 아버지로부터 받는 용돈(pin money), 남편 사후의 과부산 내지는 과부 

지분(dower), 과부 급여(jointure), 그리고 아내의 소지품(paraphernalia)으로 

나뉘었다.
7
 

결혼 지참금(portion)은 미혼 여성이 가지는 개인 재산으로 보통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자녀의 수와 남녀 성비 및 가계 형편에 따라 액수가 

책정되는 지참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가장 큰 수입원을 

차지했고, 혼인 이전 양가 어른과 신랑, 신부가 주관하는 부부 재산권 

조정(marriage settlement)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집안의 금전거래와 

같은 이 조정은 신랑, 신부의 재산을 각각 명시하여 같이 살 집이나 공유하는 재산, 

헤어질 경우 재산의 분배, 배우자 사망 및 각종 사고 이후의 재산권과 재산의 상속 

                                                        
7 18 세기 영국의 재산과 여성의 관계을 살펴보기 위해 에릭슨(Amy Louise Erickson)의『근대 초 

영국의 여성과 재산』(Women and Property in Early Modern England)과 수잔 스테이브스(Susan 

Staves)의 『영국의 기혼 여성의 개별 재산 1660-1833』(Married Women's Separate Property in 

England, 1660-1833) 을 참고했다.  에릭슨은 딸, 아내, 과부의 틀에 따라 여성의 재산을 논의하고,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 외에도 형평법(equity)과 장원법(manorial law), 교회법(ecclesiastical 

law)에 따른 여성의 재산권을 비교하며, 유언장, 판결문 등과 같은 공증된 문서(probate document)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산을 살펴본다. 그녀는 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재정관리에 

참여했다는 점을 상기시키지만 그녀의 사료들은 대다수 젠트리와 귀족계급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스테이브스는 기혼여성의 별도 재산에 주목하여 이에 해당하는 법적 제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기혼 여성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에 따른 당대 판례들을 분석한다. 스테이브스에 

따르면 당대 기혼 여성은 개인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재산을 함부로 쓸 수 없었으며 남편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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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8
 재산권 조정의 핵심적인 대상인 지참금은 양가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 금액에 따라 신랑 측은 결혼 전 채무를 정리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늘릴 수 있었고, 신부 측은 지참금을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협상을 좌우하고, 과부급여의 금액을 결정하여 신부 측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Staves 111). 지참금은 비록 결혼 이후 바로 현찰로 지불되어 남편의 소유로 

넘어갔지만 여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결혼기간 동안 아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용돈(pin money)이었다. 

용돈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매년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재산권 

조정에도 기재된 아내의 별도 재산이었으며 현금으로 지불되었다(Staves 132). 

주로 이 용돈으로 아내들은 의복과 자선기금이나 생활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으며 남편이 변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에 의존했다. 스테이브스가 일종의 “아내의 

보험”(insurance for the wife; Staves 144)이라 칭하듯 용돈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대비책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아내의 소지품 또한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받았으며 처녀시절부터 사용하던 물품이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품과 

의복, 장신구가 이에 해당한다.   

 스테이브스에 의하면 결혼당시 재정권 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부산과 

과부 급여는 남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아내를 경제적으로 원조하기 위한 

것이었다”(Both dower and jointure were intended to support the wife after the 

marriage had been terminated by the death of the husband; Staves 131). 이 두 재산 

모두 남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과부산은 관습법에 따라 결혼 생활 중 망부가 

법적으로 소유하던 부동산(real property)의 1/3 에 해당했으며 과부 급여는 특정 

                                                        
 8  ‘marriage settlement’는 혼인 관계를 맺는 부부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계약이지만 계약의 

의미보다는 양가의 협정의 의미를 살려 재산권 조정으로 번역한다. 스테이브스에 따르면 재산권 

조정의 주요 목적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랑과 남자의 자손을 토지 상속인으로 삼아 결혼 이후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 남편 죽음 이후 아내에게 과부산을 금하는 대신 과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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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과부가 평생 쓸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이었다. 

과부산의 대안으로 과부급여가 재산권 조정에서 자주 다뤄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이후에 과부 급여를 지정하기도 했다(Staves 96-7). 남편 측에서 과부산은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하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일정한 금액의 

과부 급여를 선호했다. 

이렇듯 결혼은 여성의 재산 기반을 다져 놓으면서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였기에 당대 여성에게는 결혼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디포의 또 다른 여주인공 몰 플랜더스 역시 결혼의 예속이 선사하는 

물질적 안정을 위해 결혼을 거듭한다(Her Bread 19). 록사나 또한 당대 사회관습의 

틀에 따라 “행복하게 산다는 기대”(a prospect of happy Living; 7)를 품고 

결혼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어긋난다. 디포는 그녀를 경제적 위기에 몰아 

넣음으로써 결혼제도가 파생하는 남편의 보호를 받는 유부녀(feme covert)라는 

지위의 이면을 알려준다.  

 

15세가 되는 해 아버지는 내게 프랑스 돈으로 이만 오천 리브르, 즉, 이천 

파운드의 지참금을 주었고, 나를 런던의 유망한 양조업자와 결혼시켰다.   

At about Fifteen Years of Age, my Father gave me, as he call’d it in French, 

25000 Livres, that is to say, two Thousand Pounds Portion, and married me 

to an Eminent Brewer in the City. (7) 

 

록사나의 결혼에서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양조업자와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구애과정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와 화폐 단위, 환산된 지참금과 같은 재정적 

용어이다. 이처럼 디포는 “25000 리브르”, “이천 파운드”와 같은 경제적 어휘를 

통해 그녀의 결혼을 파악하고, 돈이 오고가는 금전적 거래로서 결혼의 성격에 

방점을 찍으며 “지참금”이라는 여성의 재산을 특별히 언급한다. 유복한 

중산층에서 자라난 록사나는 춤 잘 추고 “용모가 준수하고 유쾌한 남자”(a j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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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ome Fellow; 7)와 결혼한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 형편과 외견을 고려한 

록사나의 부친과 그녀의 선택은 “불행한 결합”(unhappy Match)이라는 반전을 

선사한다. 겉보기와 달리 록사나의 첫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분별한 “멍청이”(fool; 

8)로 “남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a most unbearable Creature for a 

Husband; 9)이며 그녀에게 “파멸의 근원”(the Foundation of my Ruin; 7)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아버지가 짝 지어준 첫 남편은 빛좋은 개살구로 그녀 본인의 

지참금은 사실상 형편없는 곳에 투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록사나는 이들이 결혼하면서 주중에는 남편이, 주일에는 

록사나가 말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할 뿐 그 이외의 부부 재산권 조정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사윗감을 고르는 그의 판단은 비록 미숙했지만 

유일하게 언급된 거액의 지참금은 록사나의 아버지가 록사나를 위해 마련한 

보호장치라 볼 수 있다. 에릭슨에 따르면 당대 상인 계급의 결혼 지참금 액수는 

대략 1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록사나의 지참금은 그에 

비하면 꽤나 많은 편이다. 남편 유고시 과부를 보호해주는 관습에 따라 양조장과 

그 외 남편 부동산의 1/3에 달하는 과부산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결혼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아버지는 신랑 측 가족에게 엄청난 금액의 지참금을 준다. 

당시 재산권 조정에서 논의된 과부 급여는 신부가 갖고 오는 지참금 액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졌다.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과부 급여의 비율은 지참금의 10 

퍼센트 정도였고, 이 계산을 적용하면 록사나는 이백 파운드의 과부급여를 받을 수 

있다.
9
 그러나 문제는 지참금의 효력이 가장의 사망 후에 발휘된다는 것이며 

결혼과 동시에 모두 남편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에게 예속되는 측면이 강했고 부부는 하나의 존재로 간주되었다(Stone 

136). 이러한 이치에 따라 여성은 남편에게 ‘포함된’ 또는 ‘가려진 존재’란 의미로 

                                                        
9
 에릭슨은 18세기 귀족에 한해 결혼 지참금 대 과부 급여의 평균비율이 대체로 10 대 1 이었다고 

밝힌다. 비록 록사나가 귀족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 이 비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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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e covert’ 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때문에 록사나는 이러한 법적 지위로 인해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자신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전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록사나의 부친은 그의 남편의 무능한 경영을 목격하고선 “사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by having a Husband not fit to be trusted with it; 9) 결국 

차선책으로 별도의 상속 재산 “오천 리브르와,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이상”(5000 

Livres, and more at his Death)을 “친정 오빠의 손에 맡겼다”([The father] left it in 

the Hands of my Elder Brother). 부친은 록사나가 봉변을 당하거나 불상사가 생길 

경우 딸이 기댈 데가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그 배려를 관리한 오빠마저도 결국 

“상인으로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망했으며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록사나를 대신해 갖고 있던 그녀의 재산도 잃었다”(running on too rashly in his 

Adventures, as a Merchant, fail’d, and lost not only what he had, but what he had for 

me too; 9). 결국 부친의 타개책은 발휘되지 못하고 록사나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록사나는 남편이 상당한 돈과 가업을 물려받았음에도 방만한 경영과 

낭비로 파산의 지경에 이르자 “양조장에서 손을 완전히 떼 버렸다”(his Brewhouse 

clear off of his Hands)고 진술한다. 양조장을 정리하여 “그의 모든 빚을 갚았고 

이천에서 삼천 파운드 사이의 돈을 챙겼다”(all his Debts paid, and with between 

Two and Three Thousand Pound in his Pocket; 10). 부채를 아내에게 넘기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다시금 가계를 일으키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록사나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애쓴다.  

 

나는 남편에게 그 돈 아님 그 일부만이라도 써서 어디엔가 집을 사자고 

제안했다. 심지어 당시에는 유효했던 내 돈도 거기에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때 집을 샀더라면 어쩌면 내 돈과 그이의 돈도 남아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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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I propos’d to him either to buy some Place with the Money, or with Part of it, 

and offer’d to join my Part to it, which was then in Being, and might have 

been secur’d; so we might have liv’d tolerably. (11; 강조는 필자)    

 

가난한 망명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을 기억하는 그녀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빈곤을 타개할 방책을 무능한 남편에게 제시한다. 부동산은 가정에 

보금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거나 하숙을 통해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수단이다. 이러한 가치를 눈여겨 본 그녀는 

남편에게 양조장을 팔아 얻은 이 삼천 파운드의 현금(Ready-Money)과 “내 돈”(my 

Part)을 가지고 투자를 제안한다.
10

 태만한 남편과 달리 록사나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가만히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다. 이 장면을 통해 디포는 미미하나 여성 또한 경제적 안목이 있음을 

보여주고 가정의 재산이 오로지 남성의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달한다. 

그러나 록사나의 대책은 비록 사비를 털어서라도 남편과 함께 살겠다는, 즉 한 집 

안에 남편과 자신을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느낄 수 있다. 결국 그녀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후 3년 내 남편의 수중에 있던 현찰은 사라지고 오빠가 

관리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The last Gift of my Father’s Bounty; 9) 역시 

오빠가 파산함으로써 전부 사라진다.
11

  

이처럼 경제적인 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록사나는 결혼 제도의 

                                                        
10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돈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결혼하면서 가져 온 그녀의 2천 파운드의 

지참금일 수도 있고, 양조장 청산 이전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얻어 모아둔 용돈이나 오빠에게 

위탁한 상속 재산일 수도 있다. 
11

 록사나와 양조업자는 8 년간 결혼생활을 한다. 그녀의 결혼생활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양조업자와 결혼 이후 4년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2년 후 시아버지도 사망한다. 이후 사업이 

기울어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3 년 동안 무분별하게 남은 재산을 소비한다. 남편이 록사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 오빠 역시 파산한다(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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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되어 전재산을 날리게 된다. 남편 또는 친정 가족에게 ‘보호’라는 

명목아래 거의 모든 경제적 권한을 양도했지만 그 결과 그녀에게 남겨진 재산은 

오직 “금전 칠십 파운드”(seventy Pound in Money; 12)와 “몇 개의 식기와 

보석들”(some Plate and some Jewels; 13)뿐이다. 순탄한 결혼생활을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남편은 가산을 탕진한 후 다섯 아이들과 그녀를 궁핍한 상태로 

내버려둔 채 홀로 집을 나간다(9-12). 이렇듯 아버지의 딸로, 오빠의 여동생으로, 

남편의 아내로 충실했던 록사나의 삶은 예기치 않은 불행과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 

디포는 당대 여성의 삶에서 절대적인 남성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통솔 

하에 록사나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좌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의 영향력이 

최선의 효과를 낳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디포는 록사나가 이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치로 세 남성의 무분별함을 설정한다. 또한 “내 상황은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다”(my Condition was the most deplorable that Words 

can express; 13)라고 록사나가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는 것처럼 작품이 포착하는 

결혼제도는 그를 몰락으로 몰아간다. 디포는 결혼제도의 부당함을 폭로하여 

록사나를 한편으로는 피해자로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록사나가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행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현실적인 빈곤 앞에서 록사나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일깨우게 된다. 

그녀는 아이들과 자신이 굶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옷가지나 장신구를 

팔아치우고 “집세 대신에 집안의 물건 대부분을 집주인에게 몰수당하거나 

필수품을 사기 위해 팔았다”(most of the Goods having been seiz’d by the Landlord 

for Rent, or sold to buy Necessaries). 땡전 한 푼 없는 그녀는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약간의 돈이 될만한 것들을 팔거나 저당잡힐 그 뭔가라도 

있는지 살펴보고” (to see if I had any thing among them that would Sell or Pawn for 

a Little money) 돈이 될만한 모든 유형재산을 팔거나 맡긴다. 하지만 저당잡히는 

것은 이후 돈을 갚아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지만 당장 눈앞의 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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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저당은 생산이기보다는 기존의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형편마저도 나아지지 않은 채 그녀의 재물은 

계속해서 소비된다.
12

 록사나는 소비적인 경제 행위에 뒤이어 물건의 교환가치를 

터득하고 물물교환을 한다. “나는 생필품을 살 단 한 푼의 실링도 없었다. 그래도 

에이미에게 은숟가락을 주고선 정육점 양반에게서 뭔가를 얻어 오라고 보냈다”(I 

had not one Shilling in the House to buy them Victuals, but had sent Amy out with a 

Silver Spoon, to sell it, and bring home something from the Butcher’s; 17).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는 실물매매를 통해 당장 먹고 살 정도의 돈을 얻지만 응당 그 

물건에 해당하는 제 값만큼은 얻지 못한다.  

남편의 도주와 경제적 몰락은 록사나를 궁지에 내몰며 감춰졌던 

‘유부녀’의 의존적인 상태를 표면으로 드러낸다. 남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위치는 여전히 법적으로 양조업자의 아내이자 유부녀이다. 그렇다고 해서 

록사나가 남편에게 유부녀로서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받은 것은 아니며, 그저 

어정쩡한 상태로 사회에서 소외된다.
13

 결국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과부와 

허울뿐인 유부녀란 법적 지위 사이에 있는 중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부란 남편을 먼저 여의고 남편보다 오래 사는 여성으로 이해된다. 

“남성의 보호도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혼여성”(a married woman who had neither male protection nor means of financial 

support and who were thus in need of special legal protection; Buitelaar 1)이라는 

                                                        
12 키비(Ann Louise Kibbie)는 “저당잡히는 것”을 “물질 자체의 소비”(pawning is a wasting away of 

the material self)로 이해하며 록사나의 신체적 변화와 담보로 잡힌 집의 모습을 함께 연결지어 여성의 

몸과 자본의 관계를 읽는다. 남편의 도주 이후 록사나의 뚱뚱한 몸은 이제 야위고 거의 굶주린 사람과 

같아 보이며 온갖 장식품과 가구로 가득찼던 집 또한 발가벗은 몸과 같다. 이러한 논리에서 키비는 

디포의 작품에서 자본의 축적은 여성적 풍요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자본을 상실한 록사나는 신체적으로 메말라 간다. 키비는 『록사나』에서 이와 같은 등식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13노박(Novak)은 작품에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남편의 도주 이후 록사나와 그녀의 

아이들을 지탱할 사회복지제도가 없음을 디포가 암시하고 있으며,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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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록사나는 과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집주인(the Landlord)이자 

보석상(the Jeweller)이 자신을 “미망인”(Widow)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록사나는 

“나는 그 음울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놓여 있다”(I was in the 

worst Sence that desolate Word cou’d be us’d in; 30)고 소스라치게 반응하지만 

하녀 에이미(Amy)는 단호하게 “이전 주인님은 수 년전에 마님을 떠나셨고 분명 

죽었을 거예요. 이전 주인님은 적어도 마님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는 

마님의 남편이 아니고 마님은 원하시는 상대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해요”(for as my Master has left you so many Years, he is 

dead to be sure; at least, he is dead to you; he is no Husband, you are, and ought to 

be free to marry who you will; 37)라고 말하며 록사나의 결혼을 무효화한다.  

물론 에이미의 결혼 무효화 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록사나가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뒤돌아보게 하며 보석상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자 했지만 그가 어떻게 우리 

사이를 결혼과 같이 합법적인 것으로 조정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He 

intended to lye with me, but how he would reconcile it to a legal thing, like Marriage, 

that I cou’d not imagine; 36)라고 록사나는 서술하지만 이 은밀한 결혼을 통해 

“보석상은 온 집안의 주인, 그리고 내 주인”(He was full Master of the whole House, 

and of me; 35)으로서 사적인 남편이 되고 록사나는 보석상에게 ‘가려진’ 존재, 즉 

그의 보호를 받는 아내가 된다. 록사나는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기회”(new economic opportunity)를 획득하고 자신의 몸을 지참금 삼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또한 보석상에게 보다 더 생산적인 상업행위를 배우며 

양조업자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자신의 재산을 그를 통해 되찾는다.  

보석상은 록사나에게 경제적 교육을 행한다. 우선 보석상은 록사나에게 

정육점 상인과 흥정을 붙인다. “집주인은 그를 대신해 정육점 주인과 흥정하라 

명했고 나는 그가 시킨대로 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돌아와  정육점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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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값과 각각의 흥정된 가격을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11실링과 6페니를 

꺼냈다”([The Landlord] . . . bade me chaffer with the Butcher for him, and I did so, 

and came back to him, and told him what the Butcher demanded for either of them, 

and what each of them came to: so he pulls out 11s. and 3d.; 26). 록사나는 보석상의 

대리격이기는 하나 직접 물건을 보고 품질과 가격을 의논하며 그 물건에 걸맞게 

가격을 책정한다. 이전 록사나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고 제시된 

가격에 물건을 팔았다면 이제 보석상의 교육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값을 치르고 

사들여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앞서 록사나는 양조업자 남편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피력한 바 있지만 

남편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반면에 보석상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록사나에게 직접 부동산의 운용을 맡기고자 한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당신을 위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을 내가 

알려주겠소. 집이 잘 갖춰져 있으니 세를 놓는게 좋겠소. 여름철에 머무는 

젠트리들에게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거요. 왜냐면 2 년간 나에게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이후에도 당신이 집세를 낼 여력만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받을 생각이 

없소.’라고 보석상은 말했다.   

I’ll tell you what I have had in my Head for you, for your present Supply, and 

that is, says he, that the House being well furnish’d, you shall Let it out to 

Lodgings, for the Summer Gentry . . . by which you will easily get a good 

comfortable Subsistance, especially seeing you shall pay me no Rent for two 

Years, nor after neither, unless you can afford it. (32) 

 

비록 보석상 혼자 록사나의 투숙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임대를 주는 본 계획은 

틀어지지만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록사나와 보석상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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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두 사람은 집을 경제적인 용도로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심지어 보석상은 록사나를 임대 관리인으로 지명하고 그녀가 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녀 역시 이 계획에 기쁘게 동참한다. 록사나가 이전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함께 앞일에 대해 의견조차 나눌 수 없었던 반면에 “보석상은 

[록사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a Friend as I have long wanted)가 되어 

대화상대는 물론 경제적 파트너와 지원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사나는 자신의 처지가 “가짜 결혼”(the pretended 

marriage)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내가 한 행위는, 그때 나의 양심이 나에게 

명심시켜주었듯이, 몹시 불법적이며 치욕스럽고 추악한 짓이었다”(I did what my 

own Conscience convinc’d me at the very Time I did it, was horribly unlawful, 

scandalous, and abominable; 38-39)라고 되뇌인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그녀는 

자신과 보석상의 관계가 도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기로 했지만,  하느님의 법과 국법 어느 쪽의 의미에서도 진정한 부부일 수는 

없으며, 그저 불륜을 저지르는, 요컨대 매춘부와 불량배에 지나지 않았다”(We 

were to call one another Man and Wife, who, in the Sence of the Laws, both of God 

and our Country, were no more than two Adulterers, in short, a Whore and a Rogue; 

43)고 말하는 록사나의 넋두리는 그녀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반대로 “보석상은 이 관계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확신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조치를 취했고 모든 완곡한 표현을 결혼의 구실로 삼았다”([The Jeweller] . . . 

was fully perswaded it was Lawful, and in that Perswasion he took the Measures, 

and us’d all the Circumlocution; 41, 강조는 필자). 그의 조치는 바로 결혼 계약 

관계에서 빚어지는 부부 재산권 조정이다. 보석상은 록사나에게 다음과 같은 

계약서와 유언장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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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게 손으로 쓴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아내로서 존경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리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럴 경우 위약금 7,000 파운드를 주겠다고 서약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고나서 3개월 내로 내게 또는 내가 정하는 대리인에게 

500파운드 상당을 지급한다는 채권을 보여주었다. 

… 

유서에 따르면 그는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일천 파운드를 

위탁하여 그가 사망할 시 일천 파운드에 대한 이자를 내게 주거나 맡기기로 

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일백 파운드의 채권을 과부 급여로 내게 

지불한다고 유언에 남겼다. 또한 모든 세간 살이와 그릇 등등을 내게 

주기로 하였다.   

He shew’d me a Contract in Writing wherein he engag’d himself to me to 

cohabit constantly with me to provide for me in all Respects as a Wife . . . 

and an Obligation in the Penalty of 7000 l. never to abandon me and at last, 

shew’d me a Bond for 500 l. to be paid to me, or to my Assigns, within three 

Months after his Death. (42)  

… 

In this Will he gave a thousand Pounds to a Person that we both knew very 

well, in Trust, to pay it, with the Interest from the Time of his Decease, to 

me or my Assigns; then he Will’d the Payment of my Jointure, as he call’d it, 

viz., his bond of Hundred Pounds after his Death; also, he gave me all my 

Household Stuff, Plate, &c.. (50)  

 

보석상이 묘사하는 계약은 부부 재산권 조정과 닮아 있다. 두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결혼계약으로 성립될 수는 없지만 기재된 내용에는 부부 재산권 

조정에서 합의할 만한 재산과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고, 유언장 또한 과부 급여 및 

미망인이 가질 수 있는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을 언급한다. 즉 록사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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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의 불법결혼은 보석상이 부부재산권 조정에 준해 경제적으로 자신이 미처 

양조업자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녀의 재산을 보완하고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실혼이다.  

  보석상이 서면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혼을 입증하고 

록사나의 법적 효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자신에게 ‘포함된’ 아내의 위치를 그녀에게 

부여한다면 록사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의 아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첫 

남편이 법적으로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보석상과 동침하는 것에 

대해 록사나는 자신이 매춘부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여자는 자신의 정절과 명예를 매춘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without question, a Woman ought rather to die, than to prostitute her Virtue 

and Honour, let the Temptation be what it will; 29)며 앞서 매춘 행위를 거세게 

비난했으면서도 스스로 창녀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죄책감과 자괴심에 

시달린다.  

 록사나가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에서 벗어나 ‘아내’로 서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록사나가 자신의 하녀 에이미를 발가벗기고 강제로 보석상의 침대 

속으로 밀어 넣은 후 둘의 합방을 지켜보는 장면이다. 작품을 “도덕적 타락에 관한 

소설”(a novel of moral decay; Realism 100)로 읽는 노박은 록사나의 행동을 이후의 

범죄들의 분기점으로 간주한다. 물론 록사나의 행동이 이전과 달리 계획적이며 

자연법을 위배한다는 측면에서 노박의 해석은 옳지만 그녀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단죄한다. 제임스 매독스(James H. Maddox)는 이 문제적인 장면이 “에이미를 

매춘행위에 끌어들이고 집주인을 난교로 몰아넣음으로써, 록사나가 결과적으로 

자신과 집주인이 나누었던 성적 절개와 성행위를 조롱한다”(By forcing Amy into 

nominal whoredom and her lover into promiscuity, Roxana effectually ridicules the 

sexual constancy and sexual affection she shares with her lover; 269)고 파악하고 

디포가 사실혼으로 둔갑한 매춘을 희화화했다고 지적한다. 또 캐슬은 이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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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록사나가 자신과 그녀를 딸과 엄마의 관계로 치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분신(double)으로 “동일성과 타자성의 역설적인 관계”(a paradoxical relation of 

sameness and otherness; 84)를 나눈다고 살핀다. 다시 말해 록사나의 행동을 

에이미가 반복함으로써 타자인 에이미가 록사나와 같은 인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캐슬의 주장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케 한다. 

록사나가 에이미를 보석상의 침대에 밀어 넣음으로써 하녀인 에이미의 위치를 

매춘부의 위치로 바꿔버리고 자신에게는 아내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에이미와 보석상의 동침을 부추긴 자신에 대해 록사나는 첫째 “그를 내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I did not think him my Husband; 46)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두번째 동기로는 “내가 나를 창녀라 여겼기 때문에 내 하녀도 

창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 하녀가 그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가가 내 머릿속에 있었다”(as I thought myself a Whore, I cannot say but that it 

was something design’d in my Thoughts, that my Maid should be a Whore too; 

47)고 밝힌다. 즉 자신과 보석상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살기 위해서는 동침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몰아세운 에이미가 창녀가 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또한 보석상과의 잠자리를 통해 에이미가 매춘부가 됨으로써 록사나 

자신과 동일시되고, 에이미와 같은 남자를 공유함으로써 보석상에게 자신의 몸을 

매춘했던 과거의 경험을 에이미에게 전가시킨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장면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디포의 계산된 

연출의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이 특정한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로서의 

재산권/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혼한 상태는 감금과 

마찬가지”(a Married State being a Captivity)라고 주장하며 아내는 남편의 “상등 

하인”(Upper Servant; 233)이라는 록사나의 논리를 대입하자면 여기서 보석상의 

아내는 본인을 매춘부라 정의하는 록사나가 아닌 현 보석상의 집에서 하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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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될 수 있다. 또한 매춘을 통해 정절을 잃은 그녀의 입장에서 에이미는 

정숙하다.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조를 에이미는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이미는 정절을 지키는 아내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 때문에 정절이라는 

도덕의 차원에서 록사나와 에이미의 흐트러진 주종관계는 언제든지 전복가능하며 

이는 록사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 또한 결혼 계약서에서 기록된 위약금 조항을 

눈여겨 봐야 한다. 보석상은 자신이 만약 록사나를 버릴 경우 위약금을 준다고 

약속한다. 계약 파기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 또 다른 여인과 관계일 확률이 높으며, 

그 잠재적인 여인은 에이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종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경제적 자원인 보석상을 독점하기 위해서도 에이미를 그와 

동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애초에 이 장면의 발단은 “그동안 무얼 하신거예요? . . . 저라면 그동안 

주인님께 아이를 둘이나 안겨드렸을 거예요”(what have you been doing? . . . 

Master wou’d have got me with-Child twice in that time; 45)라고 말하는 

에이미에게서 비롯된다. ‘아내’로서 아이를 낳는 여성의 사회적 의무를 운운하는 

에이미의 이 말은 여성성을 놓고 자신이 두 번이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자신 또한 집주인을 욕망할 수 있는, 여주인에게 성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인 아내임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킨다.
14

 “에이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번도 신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Amy] never had been a Bride in 

her Life; 44) 온 마음을 다해 집주인과 자겠다고 말하며 아내를 향한 보이지 않는 

긴장상태를 유도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그의 “아내가 아닌 매춘부”(a Whore, not a 

Wife; 45)라 여기며 내적 갈등을 겪던 록사나는 직접적으로 이 악명 높은 동침에 

관여하여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생사권을 자칫 다른 이에게 

                                                        
14 새로운 집주인인 보석상과 함께 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디포는 보석상의 방문에 유독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에이미를 설정한다. “귀부인처럼 옷을 입”(dress’d like a Gentlewoman; 31)고 

집주인과 록사나와 같이 자리하는 에이미의 모습은 마치 집주인을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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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길 수 있는 여지를 애초에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상징적으로 경제적 기득권을 성취한다.  

결과적으로 에이미를 매춘부로 만들어 버린 록사나는 이와 분리된 “그의 

젊은 시절부터의 아내”(the Wife of his Youth)이자 “그의 사랑의 아내”(Wife of his 

Affection; 47)라는 위치를 획득한다. 기존의 도덕에 반하는 그녀의 “더러운 

행동”(vile Action; 47)을 몰상식하다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경제권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한 명의 경쟁자라도 처리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록사나가 놓여 있다는 것을 디포가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그녀의 행동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당위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후 보석상의 사업차 록사나와 보석상은 영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머무른다. 운이 나쁘게도 보석상은 거래를 하러 가던 도중 도둑들에게 습격을 받아 

살해당한다. 이전 보석상의 결혼 제안에 화들짝 놀라 “나는 남편이 있고 당신 또한 

아내가 있지 않나요?”(Have not I a Husband, and you a Wife?; 36)라고 순진하게 

반문하며 자신과 그의 관계를 정의내리지 못하던 록사나는 이제 결혼 계약에 

명시된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진짜 미망인인 척 행동한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자신을 – 부인, 영국인 보석상의 과부라 부르며”(calling myself 

Madame ——, the widow of Monsieur ——, the English Jeweler) 계약서의 법적인 

효력을 발효하고자 한다. 본디 프랑스 태생인 그녀는 유창하게 불어를 말할 줄 

알았고, 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은 프랑스에서 결혼한 그의 아내이며 그에게 영국 

아내가 있는 지 전혀 몰랐고, 그 사실에 놀라는 척”(I was his wife, married in 

France, and that I had not heard that he had any wife in England, but pretended to be 

surprised; 56)하면서 미망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다.  

보석상과의 사별 후 록사나는 먼저 그의 재산을 처분한다. 남편이 죽었을 

경우 부인이 부부가 생활하던 집과 그가 사용하던 물품 및 살림을 인수인계하듯이 

그녀는 에이미로 하여금 그녀를 대신해 영국에 있는 그의 재산과 집안의 물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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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그것을 화폐로 바꾼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보석상의 아내로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보장받을 수 있는 과부 급여 및 그가 남긴 유품을 손에 넣게 된다.  

 

파리에서 나는 고등법원의 고문이자 유명한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털어 

놓았다. 결혼에 따른 내 새 재산을 가질 수 있게 그는 과부 지분을 

인수하도록 내게 지시했고 나는 그의 말에 맞춰 행동했다.  

I got good Advice at Paris, from an eminent Lawyer, a Counsellor of the 

Parliament there, and laying my Case before him, he directed me to make a 

Process in Dower upon the Estate, for making good my new Fortune upon 

Matrimony, which accordingly I did. (57)  

 

이처럼 록사나는 프랑스의 미망인 행세를 통해 결혼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획득한다. 흥미롭게도 사실혼의 체계가 록사나를 

보석상의 형식적인 아내로 만들고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계약을 통해 그녀의 

경제적 독립성까지도 마련한다. 즉, 디포는 첫번째 결혼의 실패를 거울삼아 당시 

중산층 여성이 결혼제도로 인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록사나가 간파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록사나』에서 ‘과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인’보다 훨씬 좋은 위치이다. 

록사나는 보석상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계약과 거래에 대해서 배우고, 그의 죽음 

후에는 과부로서 그의 재산을 회수한다. 록사나는 보석상의 재산을 급히 처리하고 

명실상부한 “푸아투의 미인이라는 명칭, 또는 푸아투의 예쁜 과부”(the Name of La 

Belle veuve de Poictou, or the pretty widow of Poictou)라는 이름에 익숙해진다. 

게다가 그녀는 상복(mourning dress)을 처음으로 차려 입는다. 오스(Geertje van 

Os)에 의하면 상복은 말 그대로 미망인이란 새로운 정체를 몸에 새기는 것과 

같으며 이전의 기혼이 종결되었음을 알린다(Os 231-33). 이전까지 양조업자의 

미망인이라는 지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에 비해 이제 록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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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을 입음으로써 죽은 남편, 즉, 보석상을 애도함과 동시에 미망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만천하에 공표한다. 그녀 스스로 상복을 입는 것은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미망인의 역할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디포는 여성의 결혼과 재산에 주목하고 이를 엮어내어 작품 전반에 걸쳐 

종래의 결혼제도의 허실을 여과없이 노출시키고 이를 비판한다. 동시에 여성 

스스로 결혼에서 파생되는 여성의 재산(권)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에 더하여 디포는 록사나의 경제적 성장을 담아낸다. 그가 포착한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성에게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남성과 결혼하여 아내가 된다는 

것은 재산권 및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이양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포는 당대 여성이 처한 현실과 

결혼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록사나로 하여금 제도권 

안밖에서 다양한 양상의 결혼과 남녀관계를 실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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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과 매춘: “부정명색”  

 

 

디포의『록사나』는 당대 결혼이 지니는 폐해를 지적하고 결혼제도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재산권 문제를 살펴보며 이와 동시에 여성의 경제적 

능력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작품은 남편의 파산과 도주로 인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이후 록사나가 여러 남성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난관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재산을 회복하고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록사나가 “자수성가 여성”(self-made woman; Scheuermann 12)이자 

“훌륭한 경영자”(excellent manager; 13)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여러 남성과 

성적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록사나를 매춘부라 

기억한다. 메이슨과 같은 비평가들은 록사나가 그러한 경제 보조 없이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춘을 고집한다고 하는데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록사나는 왜 그랬을까? 과연 록사나는 매춘부일까?  

일반적으로 매춘부는 ‘불법적 성행위’(illicit sexual activity)에 관여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여성을 일컫는다. 즉 성관계를 통해 돈을 버는 여성을 

의미한다. 로라 로젠탈(Laura J. Rosenthal)에 따르면 매춘부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포르노의 격정적인 창녀와 무력한 희생자”(the passionate whore of pornography 

and the helpless victim; Rosenthal 9)가 이에 해당되며 ‘무력한 희생자’는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매춘을 택하는 자이고, ‘격정적인 창녀’는 성적 

쾌락을 얻고자 몸을 파는 여성이다. ‘창녀’와 ‘희생자’의 어감 차이에서 드러나듯 

‘창녀’와 ‘희생자’는 매춘부가 양 극단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외부의 

시선에서 매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창녀’와 ‘희생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포는 록사나의 매춘 행위 자체에 따르는 도덕적 

판단 또는 문제를 던지면서도 우선 매춘의 사고 파는 행위에 주목하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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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를 관찰한다. 그는 사회가 애써 숨기며 드러내지 않았던 여성의 몸을 

가시화함으로써 여성의 몸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고찰하고 매춘의 다양한 

면모를 분석하고 있다.  

록사나의 최초의 매춘 상대는 보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의 무능함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되자 생계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판다. 몸을 담보로 록사나는 “집세 없이 1년을 그 집에서 살”(to 

live Rent-free in the House a whole Year; 26)게 되며 “그의 포상금에 기대”(on his 

Bounty [she] depended; 35)어 생활한다. 그녀와 보석상은 일종의 채무관계를 

형성하는 듯 보이나 그들은 이내 결혼 또는 경제적 계약의 형태를 갖춘 사적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상태에서 벗어난 부부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에서 

록사나의 매춘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종의 성적 서비스 또는 성적 

노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관점을 달리해서 살펴보자면 이는 곧 결혼 

또한 일종의 합법적인 매춘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한다. 디포는 

록사나와 보석상의 관계를 통해 매춘과 결혼의 유사성을 암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매춘이 남녀 사이의 경제적 교환이자 성적 교환의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포괄하듯 결혼 또한 경제적 그리고 성적 계약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

 “손으로 쓴 계약서”(a Contract in Writing; 42)가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보석상은 계약서의 사항을 읽자마자 “60기니가 든 실크로 된 지갑을 꺼내 

[록사나]의 무릎에 던지고선 그의 남은 이야기를 키스로 마무리했다”(pull’d out a 

silk Purse, which had three-score Guineas in it, and threw them into [Roxana’s] Lap, 

and concluded all the rest of his Discourse with Kisses; 42).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녀에게 돈이 지급되며, 던져진 돈의 위치는 묘하게도 

무릎이다. 이에 연이어 입맞춤이라는 성애의 표현이 뒤따른다. 이러한 그의 

                                                        
15  작품 전반에 걸쳐 디포는 록사나의 인간관계 및 등장인물들을 ‘사업’(business), ‘가치’(value), 

‘손실’(loss), ‘이익’(advantage), ‘소유’(possession), ‘비용’(expense) 등과 같은 경제적 용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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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서 결혼과 매춘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결혼과 매춘 

모두 “몸에 대한 비싼 비용으로”(at the dear Expence of Body; 38)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두 거래의 핵심은 여성의 몸으로, 이를 교환과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디포는 가정 내에서든 가정 밖에서든 

여성의 몸이 ‘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혼과 매춘은 여성의 몸이라는 재미있는 연결 고리를 가지지만 몸의 

실질적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성에게 

존속되며, 그녀의 재산을 비롯하여 몸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역시 남성이다. 몸의 

통솔권이 남성에게 기반함으로써 여성의 몸은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 생산되는 

측면이 강하며 그의 것을 빌려 생활한다. 록사나가 밝혔듯이 남편에게 얽매여 사는 

“아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 . . 아내는 그의 집과 하인들, 

마차들을 소유하고 그의 친구들을 접대하고 그의 아이들을 갖는다”(a Wife must 

give up all she has . . . A Wife . . . possesses his House, his Servants, his 

Equipages, . . . entertains his Friends, owns his Children; 132). 아내가 소유한 집, 

하인들, 마차들 모두 ‘그’(his), 즉 남편의 것으로 그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이들 조차도 ‘그의’ 아이들로 그녀의 

몸은 남편을 위해 사용되고 그녀 본인은 남편의 것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차용인이다. 그러나 반대로 매춘의 경우 여성의 몸은 본인을 위해 자유로이 

사용된다. 여기서 여성의 몸의 실질적 소유자와 생산자가 일치한다. 그리하여 

매춘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몸을 여러 명의 남성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입장에 

선다.  

결혼과 매춘은 노동의 성격을 각기 달리한다. “일하기 위해 교육받은 적 

없고, 어디서 일을 찾아야 하는 지 모르는”(not bred to Work, and at a Loss where to 

get Employment; 15) 록사나에게도 특화된 일이 있다. 록사나 본인은 “아마도 

멍청이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the only Work (perhaps) that Fools are goo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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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라 말하며 성적으로만 유능한 양조업자 남편을 에둘러 비꼬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그녀에게도 적용된다. 록사나는 양조업자 이후 무려 여섯 명의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 일, 즉 성관계에 능하다. 그러나 가정에 속박된 록사나의 몸에서 비롯된 

성관계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일상적인 작업이자 의무적인 가사노동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가사노동의 성격을 가진 그녀의 몸은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며 상품가치가 없지만 매춘은 자발적이고 생산적이며 유급 노동의 성격을 

띰으로써 그녀의 몸은 상품화되고 자본화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록사나의 행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내로서의 몸일 때 

록사나는 침묵의 몸으로 존재한다. 양조업자 남편의 실없는 소리에 록사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그를 이기는 유일한 승리였다”(held my Tongue, which was the 

only Victory I gain’d over him; 9)고 밝힌다. 그저 수동적으로 묵묵히 있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였지만 상품적 가치를 가진 매춘부의 몸으로 변모한 이후 

그녀의 행동은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다. “록사나는 처음부터 결심하”([Roxana] 

resolv’d from the Beginning; 143)고 방문을 닫지 않음으로써 네덜란드 상인(Dutch 

Merchant)이 옷을 벗는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게 만든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운용함으로써 록사나는 남편이 떠나고 난 후 “내 시체”(Carcass of mine)라고 

일컫던 죽은 몸에 활기를 일으킨다. 여성에게 있어 비도덕적 행위라고 통하던 

매춘이 되려 그녀의 몸에 생명력과 경제력을 안겨주는 것이다. 결국 록사나를 

경제적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그녀의 몸이며 그녀는 “매춘화된 내 몸을 추악하게 

활용하는 것”(having the scandalous Use of my Prostituted Body)을 “영광”(the 

Honour; 74)으로 삼는다.  

  록사나의 첫 ‘매춘’ 행위가 가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몸을 팔 수 

밖에 없었던, “따르면 살고, 거부하면 굶는다”(Comply and Live; deny and starve; 

110) 식의 생존을 위한 생계형 매춘이었다면 그것이 성적이든 성적이지 않든 

욕망이 투영되는 본격적인 쾌락형 매춘은 프랑스 대공(prince)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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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16

 대공과의 매춘은 여러모로 복잡하다. 일단 무일푼 상태였던 것과 달리 

보석상의 구제로 인해 록사나는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매우 돈이 

많았다”([Roxana] was not only provided for, but very Rich; 51).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생리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격정적인 창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쾌락의 여인”(Lady of 

pleasure; 131) 즉, “매춘부”라고 지칭하지만 그녀는 이들의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관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록사나는 “나는 그와 함께 밤을 지샜다”(I 

lay with him all Night; 64)고 밋밋하게 표현하고 “내 피 안에는 욕망의 불을 지필 

불이 없었다”(my Blood had no Fire in it, to kindle the Flame of Desire; 40)고 

분명하게 서술한다. 또한 성행위에서 오는 감정이나 성적 쾌락으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디포는 신체적인 반응으로 ‘얼굴을 

붉히다’(blush)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17

 록사나의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는 

성적 흥분이 아닌 그녀의 미모에 대한 대공의 칭찬에서 비롯되거나 그의 선물에서 

연유한다. 록사나가 얼굴을 붉히자 그 이유를 묻는 대공의 말에 록사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대공님, 내가 말했다. 대공님께서 하사하신 모든 선물이 제 얼굴을 

붉게 합니다”(My Lord, said I, all your Gifts call for Blushes; 73). 이러한 록사나의 

신체적인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록사나가 추구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닌 

다른 종류의 쾌락이라 추측할 수 있다.  

                                                        
16 ‘prince’는 왕의 아들을 뜻하는 ‘왕자’로 번역되지만 위 인물이 왕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왕과 관련된 인물은 아니라 판단하여 왕가의 일족이라는 점을 살려서 ‘프랑스 대공’ 

또는 ‘공작’으로 번역한다. 또한 대공과 결별한 이후 수년이 지나 에이미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대공은 프랑스에서 있던 일을 마치고 그의 재산이 있는 독일로 돌아가 은퇴하여 살고 

있다”([the Prince] was gone into Germany, where his estate lay; that he had quitted the French service, 

and lived retired; 231). 이는 그의 본적이 프랑스가 아닌 독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일 

공작’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다.  
17

 아쉽게도 록사나의 신체적인 반응을 비롯하여 디포는 그녀의 몸에 대해 풍부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디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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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과의 매춘은 돈과 성적 쾌락이 목적이 아닌 록사나의 ‘허영’(vanity)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묘사된다. 대공은 록사나의 허영을 일깨워 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녀의 허영의 근원이 육체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보석상을 잃은 록사나를 위로하는 와중에도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 연신 

감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호감을 주는 피조물”(the most agreeable Creature on 

Earth; 61)이라 말하며 “그녀는 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라고 

덧붙였다”(complimented me upon my being very handsome; 59). 또한 그는 

록사나에게 여성의 몸이 가지는 상품가치를 인식시킨다.  

 

그는 일어서서 내 손을 잡고 응접실 앞 창문 사이의 큰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가리키며 그는 ‘부인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포아투에 돌아갈 얼굴이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인. 여기 

머무르세요. 그리고 상류층 남성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He stood up, and taking me by the Hand, led me to a large Looking-Glass, 

which made up the Peir in the Front of the Parlour; Look there, Madam, said 

he; Is it fit that Face, pointing to my Figure in the Glass, should go back to 

Poictou? No, Madam, says he, stay, and make some Gentleman of Quality 

happy. (59-60) 

 

대공은 록사나를 거울에 투영시켜 그녀의 미모와 얼굴이 곧 많은 남성들에게 

행복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일깨운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 및 허영의 

원천을 인식하도록 돕는 반면에 그녀의 몸이 상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동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끈다. 이로 인해 록사나는 “다른 

사람들이 떠받들듯이 특히나 내 미모에 관해서 나는 지구에서 가장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고 그래서 나는 매일 이전보다 더 바보 같이 나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for I was now become the vainest Creature upon Earth, and particularl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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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Beauty; which, as other People admir’d, so I became every Day more foolishly 

in Love with myself, than before; 62)라고 말하며 스스로 허영을 시인하기에 

이른다.  

대공 또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 그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의 곁에 

가까이 두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는 “멋진 다마스크직 테이블 보가 덮힌 작은 

테이블”(a little Table covered with a fine Damask Cloth)과 “은 식기”(Silver Plates), 

“정교한 자기 그릇”(fine China Dishes; 62), “고급 금속 쟁반”(a fine Salver; 63) 등 

최고급품만을 소유한다. 때문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the finest 

Woman in France)인 록사나는 그의 잠자리 상대, “대공의 정부”(Mistress for a 

Prince; 66)에 적합한 인물이며 사치품으로 인지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간의 

욕망이 합의할 수 있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가난과 결핍”(Poverty and Want)이 

아닌 허상의 “허영과 굉장한 물건들”(Vanity and Great Things; 64)이 이들 사이를 

이어주는 동력이 된다.    

디포가 록사나가 받은 선물들을 이처럼 풍부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그녀와 

대공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물질적이며 동시에 그녀의 허영이 물욕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녀가 받는 선물은 “프랑스 여왕”(the Queen of 

France)도 거절하지 못할 만큼 사치품들로 구성된다. 대공은 은식기와 “모든 

부속품도 은으로 된 화장대와 앞서 말한 온통 은인 탁자”(sent me a Toilet, with all 

the appurtenances of silver . . . he gave me the table, or sideboard of plate, I 

mentioned above, with all things belonging to it of massy silver; 70)와 같이 은으로 

만든 가구며 “근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a fine Necklace of Diamonds; 73)와 

“선홍색으로 장식하여 최고급 실크로 짓고 금과 은으로 수놓은 상의 또는 아래 위 

한 벌”(a Suit, or whole Piece, of the finest Brocaded Silk, figur’d with Gold, and 

another with Silver, and another of Crimson; 70) 총 세벌 등을 선물한다. “이 옷들 

말고도 자그마치 평상복이 서넛이나 있었기에 나는 같은 드레스를 두 번이나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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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었다”(I had no less than five several Morning Dreses besides these, so that 

I need never be seen twice in the same Dress; 71)라고 진술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 

스스로도 그의 선물의 양에 놀라워 했으며, 그만큼 그의 선물로 인해 “[그녀의] 

허영은 정점을 찍었다”([her] Vanity was fed up to such a height; 74).  

유독 대공과의 관계에서 록사나는 그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며 상세히 기록한다. 그의 선물은 옷부터 시작해서 보석, 다기, 그릇, 가구, 

마차 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는 당대 여성의 소비문화와 연결지을 수 있다. 

코발레스키-왈라스(Kowaleski-Wallace)에 의하면 “소비 문화의 탄생과 함께 

여성은 물건에 굶주린다고 간주되었다. 옷과 가구, 찻잔과 마차들, 몸에 쓰이는 

모든 상품들과 삶을 높이는 상품들을 갈망한다고 여겼다”(with the birth of a 

consumer culture, women were assumed to be hungry for things – for dresses and 

furniture, for tea cups and carriages, for all commodities that indulged the body and 

enhanced physical life; Kowaleski-Wallace 5). 즉 당대 사회는 상품에 대한 지나친 

욕구와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 여성 소비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역으로 

작품 내 남성 인물들 역시 여성 소비자와 유사한 태도를 지닌다. 물론 록사나 또한 

“탐욕스러운 성미가 없지 않다”(Not that [Roxana] had not an avaricious Temper)고 

진술하지만 실로 어마어마한 대공의 선물들과 그녀의 기대를 앞지르는 그의 

하사금은 그녀를 압도한다. 록사나는 자신이 “그의 선심”(His Munificence; 75)에 

기대 허영을 충족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대공의 쏟아붓는 소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선보인다.  

록사나는 자신에게 “제한 없이”(without bounds) 많은 선물과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the Folly)이라고 비난한다. 그것은 “남용하”(abusing)고 

“모두를 망치는”(ruining both; 74)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비판은 일찍이 

첫 번째 남편의 소비 생활을 목격한 데에서 시작된다. 가세가 점점 기우는 

와중에도 남편은 “그의 마차, 말, 시종들을 줄이지 않”(nor did he abate his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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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quipage, his Horses or Servants)고 “이전처럼 생활했다”(liv’d on as he did 

before). 파산을 막으려고 애를 쓰기는 커녕 그는 사냥, 승마와 같은 사치스러운 

문화를 계속 즐긴다. 이처럼 현실을 등한시한 남편의 소비 생활은 지칠줄 모르는 

탐욕에 견줄만 하며 비경제적일 뿐더러 비생산적이다. 그렇기에 대공의 소비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며 양조업자의 타락과 대동소이하다. 때문에 그녀는 

사치스러운 소비문화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한다. 게다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록사나는 남편이나 대공과 달리 “비참한 상황”(wretched Condition; 

11)을 전복하기 위해 상품의 속성을 파악하고 숙달해 나간다: “내가 가진 유용한 

몇가지 것들이 빠르게 줄어들 때까지 나는 하나씩 하나씩 써 버렸다”(I began to 

make away one Thing after another, till those few Things of Value which I had, 

began to lessen apace; 14). 그녀는 소비를 통해 경제적인 생산을 이끌어 낸다.   

이런 록사나와 다르게 대공은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선물로 그녀를 꾸민다. 

마치 인형에게 옷을 입히듯이 대공은 자신의 욕구를 선물을 통해 그녀에게 

덮씌우며 그가 “대공답게 보상했”(rewarded like a Prince; 70)듯이 록사나 또한 

스스럼없이 이를 받아들인다. 이는 곧 그녀의 몸이 가진 상품가치적 성격을 

나타낸다. 대공은 그녀의 몸을 사치품의 일부로 파악하고 그녀를 ‘우상’(idol)으로 

대한다.  

 

애야, 나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것을 좋아한단다. 그가 말했다. 멋진 

가운과 패티코트, 레이스 달린 머릿장식, 예쁜 얼굴과 목을. 그러나 그에 

맞는 목걸이가 없다면 그 물건은 완벽하다 할 수 없지.   

I love, Child, says he, to see every thing suitable; a fine Gown and Petticoat; 

a fine lac’d Head; a fine Face and Neck, and no Necklace, would not have 

made the Object perfect. (73; 강조는 필자)  

여기서 대공은 철저히 록사나를 “그 물건”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완성품이자 

전유물로 만들어 나간다. 록사나는 그가 선물한 것을 하나 둘 씩 차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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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 상품으로서 미를 탐닉하는 대공을 충족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나는 대공 

전하가 나를 보러 왔을 때 항상 그 옷들을 차례대로 입어 보았다”(I dress’d myself 

in them, one after another, always when his Highness came to see me; 70)는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록사나는 “그의 상상”(his Fancy)에 들어맞게 “은으로 장식된 

두번째 수트를 입었”(dress’d me in the second Suit, brocaded with Silver; 71)다. 

이는 그녀가 대공의 취향과 욕망을 완전히 습득하여 체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대공의 상품으로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완성품의 마지막 단계인 

“근사한 다이아몬드”(a fine Necklace of Diamonds)에 이르면 록사나는 “그가 뭘 

하는지도 몰랐고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꼈으며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심한 적도 없었다”(I felt no more what he was doing, than if he had really done 

nothing at-all, nor did I suspect it, in the least; 73)고 묘사한다. 이처럼 디포는 

록사나와 보석이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녀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을 정도로 완전히 물화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록사나가 완성된 물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그녀의 

몸과 장신구와 의복과 같은 상품들이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특히 옷은 

구매자의 욕구를 자극할 뿐더러 그녀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적재적소에 맞게 의상을 바꿔 입음으로써 록사나는 매번 새로운 상품으로 

포장하고 연출할 수 있다. 상품으로 아직 변모하지 않았지만 록사나는 친지들 앞에 

“헌 누더기와 린넨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옷”(a great Heap of old Rags, 

Linnen, and other things)을 입은 채 불쌍한 “자세”(the Posture; 17)를 취하고 

“황폐한 얼굴”(the Face of Ruin; 18)을 하고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강조한다. 이렇듯 록사나는 자신의 몸을 치장하여 하나의 광경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당긴 전적이 있다. 상품으로 변모한 후 록사나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그녀는 “극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went extremely rich in Cloaths) “즐거운 

쇼”(gay a Show; 165)를 사람들에게 선사한다. 록사나의 상품가치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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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시킨 옷은 터키 노예에게서 산 “엄청나게 멋진”(extraordinary fine) 터키풍 

의상이다. 이 의상을 입고 록사나는 “프랑스에서 배운 춤”(a Figure which I learnt 

in France; 175)을 춘다. 드레스의 이국적인 미와 춤의 세련미를 접목시킴으로써 

청중들을 즐겁게 하고 제국주의적 욕망과 이국적인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함께 

불러 일으킨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을 위해 공연함으로써 

록사나는 이국적인 동양 여성의 이미지가 내포된 ‘록사나’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18

 이처럼 록사나는 옷을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포장함으로써 가치를 

생산하고 자신을 상품화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엄청나게 멋진”(extraordinary fine; 175) 터키 

드레스는 록사나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며 상품화의 경지에 오른 그녀의 몸은 

역설적으로 소외과정을 겪게 된다. 본인의 상품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록사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드레스 전모를 보여주었”(Had given [people] a full 

View of [her] Dress; 174)고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더군다나 그와 곁들여진 춤 

또한 “사람들을 대단히 기쁘게 했다”(pleas’d the Compny exceedingy; 175). 이처럼 

터키풍 의상과 춤은 모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서 록사나 본인은 배제되어 있으며 그녀의 몸은 춤과 드레스에 

압도당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록사나는 “이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only to see how I look’d in [this dress]; 174) 드레스를 입었다. 즉, 

자신의 모습이 우선시되며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옷이 사용되었고, 상품화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인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입었다. 여기서 옷은 그녀를 

                                                        
18 ‘Roxana’란 이름의 기원과 함의를 분석한 밸라스터(Ros Ballaster)에 따르면 이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양인 아내 또는 노예에서 술탄의 정식부인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치명적인, 야망 있는 여성을 일컫는다. 터키풍 의상과 ‘록사나’란 이름, 그리고 그녀의 춤이 묘하게 

겹치며 이러한 록사나의 공연에서 이국적인 동양의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부와 지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부인의 욕망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예의 욕망이 함께 어울러진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이국적인 동양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며 그와 동시에 동양을 정복하고 싶은 열망을 환기시킨다. 



 43 

위해 소비되며 그녀를 부각시키는 보조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한 것은 록사나 그녀가 아닌 이 의상을 입은 록사나의 모습이다.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주던 드레스가 이제는 록사나를 표상하기에 이르며 

그녀 자체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록사나는 소외되며 그 드레스를 위해 소비된다. 

터키풍 드레스가 록사나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셈이다. 

“나는 한껏 내 자신을 많은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I plac’d myself [exceedingly 

rich in Cloaths and Jewels])지만 “사람들은 내가 첫 날 입고 나타났던 드레스를 

보기를 바랬다. 모두의 마음에 들었던 그 옷은 이번 행사를 있게 한 

장본인이었다”([the Company] hop’d they shou’d see me in the Dress I had 

appear’d in the first Day, which had been so acceptable, that it had been the 

Occasion of this new Meeting; 178). 그녀가 다른 옷과 보석들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원한 것은 록사나 그녀가 

아니라 터키식 의상을 입은 록사나이며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록사나의 모습이다. 

되려 물건인 드레스가 사람들을 모으는 주최자 역할을 한다.  

 

나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켰다는 극도의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무도회, 특히나 내 드레스는 그 주 내내 도시에서 화젯거리였고 

그래서 록사나란 이름 또한 많은 찬사를 받았다.  

I had, it seems, the Felicity of pleasing every-body that Night, to an Extreme; 

and my Ball, but especially my Dress, was the Chat of the Town for that 

Week, and so the Name Roxana was the Toast at. (176) 

 

록사나는 자신이 모두를 즐겁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은 

그녀의 드레스이며 화제의 대상 또한 드레스였다. 또한 그녀가 아닌 록사나의 

이름을 한 여성이 모두의 기억 속에 자리잡는다. 상품화 과정에서 의복이 오히려  

록사나가 가진 실물 가치를 넘어서는 기괴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그녀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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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습을 상실한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 . . 다른 이들을 

몰랐을 뿐더러 내 자신 조차도 몰랐다”(I hardly knew where I was . . . that I not 

only did not knew any-body else, but indeed, was very far from knowing myself; 

177).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록사나는 분명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화가 심화될 수록 그녀는 자신의 본모습을 잃어가며 자기인식에 

실패하기에 이른다. 결국 몸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한 록사나가 몸에 대한 주체적인 

힘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록사나의 상품적 가치의 가장 큰 근원은 그녀의 몸이다. 때문에 록사나가 

값어치 있는 상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그녀의 몸이 가지는 상품적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가 된다. 

 

나는 대공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이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이를 자주 낳게 된다면 이는 나의 이윤을 뒷받침 할 

굉장한 물건, 다시 말해 내 미모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나의 미모가 

퇴색된다면 공작의 불타는 사랑은 약해질 것이 분명하고, 결국 나를 향한 

그의 애정도 식을 것이다. 결국 나는 다른 왕의 정부들처럼 다시 버려질 

것이다.  

I had One child, and expected another; and if I had bred often, it wou’d 

something impair me in the Great Article that supported my Interest, I mean, 

what he call’d Beauty; that as that declin’d, I might expect the Fire wou’d 

abate, and the Warmth with which I was now so caress’d, wou’d cool, and 

in time, like the other Mistresses of Great Men, I might be dropt again. (105; 

강조는 필자)  

이제 자신을 ‘물건’으로 인지하여 발화하는 록사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몸과 아름다움, 곧 상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출산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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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매자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출산으로 인해 몸과 아름다움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는 곧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몸의 

생산적 기능은 가급적 지연되어야 한다. 이처럼 몸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성적 불모성이 전제되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앤 루이스 키비(Ann Louise Kibbie)는『록사나』와『몰 플랜더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6, 17 세기 영국의 반고리대금업 전통이 18 세기에 들어와서 

사라진다기보다는 변형되고, 그 변형의 중심에 자본의 몸이 된 여성의 몸이 있다고 

주장한다. 16, 17세기의 작가들은 고리대금업에 의한 자본 증식을 외부의 괴물에 

비유하거나 곤충에 비유했지만 디포의『록사나』와『몰 플랜더스』에 

나타나듯이 18 세기에 들어서는 “생물학적 재생산과 자본의 증식이 명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biological reproduction is explicitly bound up with capital 

increase; 1024)것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자본의 자기증식성을 

여성에 의한 몸의 재생산이라는 자연법칙의 “과학적” 담론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고, 이제 그 담론은 고리대금업자와 돈이 분리된 상태에서 외적 경제로 간주되던 

자본이 자본가가 자본을 구현하는 상태의 내적 경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리대금으로부터 자본으로의 전화를 통해 자본가와 자본은 자기충족적이고, 

자생적이며, 또 궁극적으로 자기 소모적인 단위(self-devouring unit)로 통합된다. 

록사나가 스스로 자본이자 자본가가 되는 과정은 생물학적 재생산과 자본 재생산 

사이의 유추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키비는 자본주의의 자기증식성이『몰 

플랜더스』에서 희극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록사나』에서는 디포가 자본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괴물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키비의 주장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록사나는 이제 자신의 몸을 자본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본가가 되어 몸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가진 상품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몸의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을 

거부하는 록사나의 행동은 디포가 여성의 몸을 통해 암시하고자 했던 자본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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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과 재생산 과정을 오히려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역설적이고, 또 작품 후반의 

자기파괴적 결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록사나는 보석상과 대공과의 관계를 통해 몸의 교환가치와 상품가치 그리고 

자신을 드높일 만한 춤, 언어 등의 부가가치를 습득하고 동시에 상당한 재산을 

모은다. 그녀는 “풍족한 것을 떠나 부자가 되었고,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not only well supply’d, but Rich, and not only Rich, but was very 

Rich; 110)으며 남성들을 통해 형성된 이 재산은 일종의 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을 이룬다. 그녀는 매춘을 통해 자본이 스스로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매춘부에서 “여성 사업가”(a Woman of 

Business; 131)로 변모한다.  

우선 그녀는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은행업을 접한다. 그녀의 새로운 

조력자의 국적이 네덜란드라는 설정은 예사롭지 않다. 당시 네덜란드는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 훨씬 앞서 중앙은행을 설립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다. 금융거래가 

활발했으며 근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골격이 그곳에서 만들어졌다. 그는 

우선적으로 록사나의 엄청난 실물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당시 

18 세기의 경제체제는 토지중심에서 상업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였고, 기존의 

고정된 토지에서 생산된 실물적인 상품들이 아닌 신용증서, 주식, 지폐가 주로 

유통되어 자산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록사나 또한 경제적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자본을 운용하고, 국제금융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간다.  

네덜란드 상인의 조언대로 록사나는 어음거래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송금한다. 록사나는 이를 위해 몸소 로테르담으로 행차하여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새로운 은행 시스템을 경험한다.  

내 돈에 관해서 제일 먼저 그는 로테르담에서 지급 가능한 사천 피스톨에 

달하는 어음을 주었다. 제노아에서 발행된 이 어음은 로테르담의 상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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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위탁하는 것으로 우선 파리의 상인에게 맡겨졌다. 그는 내게 어음이 

시간 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안심시켰고 이는 진짜로 그리 되었다. 나는 

그로부터 다른 네덜란드 상인에게서 지불될 다른 나머지 환어음도 받았다.  

As to my Money, he gave me first of all an accepted Bill, payable at 

Rotterdam, for 4000 Pistoles, and drawn from Genoa upon a Merchant at 

Rotterdam, payable to a Merchant at Paris, and endors’d by him to my 

Merchant; this he assur’d me, wou’d be punctually paid, and so it was, to a 

Day; the rest I had in other Bills of Exchange, drawn by himself upon other 

merchants in Holland. (121) 

 

그녀의 재산은 실물이 아닌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어음수표 한 장이 되어 

네덜란드에 도착한다. 네덜란드 상인은 어음의 발행자이며 “로테르담에 있는 다른 

상인들”(other Merchants in Holland)은 어음을 소지한 록사나에게 4000피스톨을 

지불하는 지급인의 역할을 한다. 그녀는 직거래와 같은 일 대 일의 전통적인 

거래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어음(bills of Exchange)과 같은 큰 규모의 

국제적인 송금거래를 시도하고 은행에 일정 자산을 위탁하여 자산을 분할한다.  

이전의 남자들에게서 받아 형성된 “물질적이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a 

material, immovable, and stable form) 특질을 가진 재산을 “유동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다양한”(fluid, immaterial, and multiple; Ingrassia 5) 특질의 신용증서와 

화폐로 바꾸는 록사나의 모습은 “새로운 얼굴”(a new Face; 207)을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전환시키는 그녀의 매춘과 맞닿아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한 집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매춘부는 정처 없이 헤맨다”(The Whore 

sculks about in Lodgings; 132). 이처럼 매춘부인 록사나는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리저리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의 행위는 18세기 화폐 경제의 유동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매춘 또한 화폐처럼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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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의 단계에서 이처럼 유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운 그녀는 

다음 단계에서는 재산을 증식한다. 그녀의 재산 증식과정에서 현저한 도움을 주는 

이는 로버트 클레이튼 경(Sir Robert Clayton)이다.
19

 클레이튼 경은 

재무설계사이자 금융 전문가로 그녀의 재산을 위탁 받아 세밀한 방식으로 

축재한다.  

 

나는 그 유명한 로버트 클레이튼 경의 도움으로 만 사천 파운드에 상당하는 

집을 샀다. 나는 그 저택에서 매년 나오는 연세 천팔백 파운드를 벌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해 700 파운드를 가졌다.  

I got a substantial safe Mortgage for 14000 Pound, by the Assistance of the 

famous Sir Robert Clayton, for which, I had an Estate of 1800 Pounds a 

Year bound to me; and had 700 Pounds per Annum interest for it. (164)  

 

우선 그녀의 첫 투자는 14,000파운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집이다. 집세, 

부속 영지 및 세금 등 모든 것을 합한 1,800 파운드를 매해 연세로 얻었고, 또 이에 

해당하는 700 파운드의 이자를 그녀는 은행에 넣어 두었다. 다시 말해 로버트 경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여 일정한 수익률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을 통해 고정된 수입을 만든 후 클레이튼 경은 주식 투자를 행한다.  

그는 “상업을 통해서 상인들이 하는 것처럼”(just as Merchants do by Trade; 167) 

지출을 일부 저금하여 자본을 운용하는 방식, “검소함이라는 전략”(Scheme of 

Frugality; 168)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누구든지 구사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wou’d encrease their Forutnes to a great Degree; 167)고 

                                                        
19  록사나의 남자들 중 유독 로버트 경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면서 록사나의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그녀와 성관계를 맺지 않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디포는 록사나와 

클레이튼 경의 관계를 통해 남녀 사이를 연애라는 고정된 틀로 읽지 않으며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른 

관계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노박은 실제 디포가 로버트 경의 금융관리가 석연치 않았다는 점을 

포착하여 록사나의 조언가로 설정된 그를 통해 디포가 그녀의 경제적 행위를 못마땅해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Novak 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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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 경은 밝힌다. 클레이튼 경이 소개하는 이자를 통한 증식 방법은 여성의 

참여가 적었던 경제 체제에서 여성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그는 내가 1,000 파운드 이상은 생활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선 

내게 1,000 파운드를 매해 적금식으로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다. 그리고 

매해 배당되는 이자 혹은 그 자본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다시 원 주식에 

보태라고 했다. 그렇다면 10 년 안에 내가 투자한 1,000 파운드를 2 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다.  

He judged, as he said, by my way of Living that I could not spend above one 

thousand, and so, he added, I might prudently lay by 1000 l. every year to 

add to the Capital; and by adding every Year the additional Interest or 

Income of the Money to the Capital, he prov’d to me that in ten Year I 

shou’d double the 1000 l. per annum, that I laid by. (167)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이천 파운드로 로버트 경은 그 절반을 투자하도록 

권한다. 수입의 일부를 저금하여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다시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어 나가는 방법을 통해 그녀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첫 주식 

투자치곤 너무 큰 금액이라 록사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나 결국 “매해 

칠백 파운드”(seven Hundred Pound a Year; 169)를 저금한다.  

 

부인, 그건 내년까지 놔두세요. 그러면 내가 올해와 내년 것들을 합친 1,400 

파운드와 함께 그 700 파운드에 대한 이자를 쳐드리죠. 하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에 대한 영수증을 나한테 주었고, 이자율은 6 퍼센트 

정도는 된다고 했다. 로버트 클레이튼 경의 영수증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돈을 맡겼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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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다음 해도 똑같이 행했고 3 년이 되는 해에 로버트 경은 내게 6 

퍼센트 이자를 쳐서 2,200 파운드에 해당하는 증서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 수입 이외에도 백삼십이 파운드를 더 받게 되었고 이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계약이었다. 

Let it lie, Madam, says he, till the next Year, and then I’ll put out your 1400 

l. together, and in the mean time I’ll pay you Interest for the 700 l. so he 

gave me his Bill for the Money, which he told me shou’d be no less than 6 l. 

per cent. Sir Robert Clayton's bill was what no-body wou’d refuse, so I 

thank’d him and let it lie; and next year I did the same, and the third Year 

Sir Robert got me a good Mortgage for 2200 l. at 6 per Cent. Interest. So I 

had 132 l. a Year added to my Income, which was a very satisfying Article. 

(169) 

 

이러한 그의 재산 증식 방법은 이제까지 록사나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재산을 

형성해왔던 것과 다른 맥락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제까지 록사나는 자신의 

직접적인 노력, 성적 노동의 댓가로 재산을 형성해왔으며 이는 단순 축적에 

불과했다. 그러나 로버트 경이 그녀를 대신해 불리는 재산은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추상적인 방법에 의해 획득되며 끊임없이 순환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클레이튼 경이 록사나의 재산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토지와 같이 

고정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에 얽매인 전통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모든 

것을 교환가치로 전환하는 거래를 통해 투자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 

투자는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강하며 

투자자가 거래의 전망을 살펴보고 투자액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록사나의 

매춘 행위도 투자와 닮은 구석이 있다. 구매자인 남성은 그녀의 몸의 값어치를 

매긴 후 그만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매춘이 성사된다. 본의 아니게 록사나의 

매춘행위는 당대의 변화하는 경제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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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로버트 경은 “부동산은 연못이지만 상업은 샘물이다”(That an Estate 

is a Pond; but that a Trade was a Spring; 170)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상인이야 말로 

나라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다”(a true-bred Merchant is the best Gentleman in the 

Nation; 170)라 말하며 그녀에게 “유명한 상인”(some eminent Merchant)과의 

결혼을 주선한다. 하지만 록사나는 “재산의 독립성”(Independency of Fortune; 

170)을 주장하며 그의 청혼을 거절한다. 경제적 독립 외에도 그녀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로버트 경이 원하는 만큼 돈을 저축하고 돈을 불리지만 그녀가 

여전히 정부가 되어 많은 유지비를 좋지 않은 방법으로 벌고 싶었”([she] aim’d at 

being a kept Mistress, and to have a handsome Maintance; and that I was still for 

getting Money, and laying it up too, as much as [Sir Robert] cou’d desire me, only 

be a worse way; 169)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도 그는 내가 창녀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정조비를 내놔도 상관없다는 것을 아마 알아차리지도 

믿을 수도 없을”(but he neither knew, or mistrusted, that with all this Wealth, I was 

yet a Whore, and was not averse to adding to my Estate at the farther Expence of my 

virtue; 171)것이라 말하며 록사나는 여전히 그녀의 몸이 자본의 원천이며 교환 

가치가 건실함을 드러낸다. 그녀에게 매춘은 하나의 사업이자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 “상인이 그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the Merchant had his 

Estate continually flowing; 170)처럼 그녀 역시 몸을 계속 흘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끔 한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의 몸은 한 사람에게 

얽매여 마치 ‘연못’에 물이 고여 있는 것과 같이 흐르지 못하고 가만히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샘이 아닌 연못에서 그녀의 몸은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생산에서 사장될 것이다.  

 디포는 매춘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록사나 스스로가 돈을 벌며 경제권을 

획득하고 투자와 같은 근대적인 경제 활동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오히려 더 나아가 중립적인 “남자인 여성”(Man-Woman; 17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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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그는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디포는 록사나의 매춘 행위를 

단순히 미화하지 않는다. 생계형 매춘으로 시작하는 록사나에 대한 연민 어린 

시선이 초반부에서 느껴진다면 이후 그녀의 매춘이 성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욕구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곧 허영 또는 탐욕과 몸의 상품적 가치와 연계된다. 

그녀의 끝없는 돈에 대한 욕망은 그녀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생산을 하는 

어머니로서의 몸을 자본의 몸으로 대체하기에 이른다. 록사나는 자신의 몸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그것을 원천으로 삼아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록사나의 몸은 양가적이다. 디포는 록사나의 매춘행위를 

통해 한편으로는 몸을 소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산을 이룩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디포는 여성의 몸에 내재된 생산성과 소모성을 함께 

나타냄으로써 록사나가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인 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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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퇴양난의 몸 

 

 

지금까지『록사나』내에서 당대 여성이 가지는 재산(권)과 함께 인물에 

형상화 된 두 개의 몸에 대해 살펴보았다. 록사나가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디포는 상품가치를 지닌 몸과 어머니로서의 몸을 분리시킨다. 

록사나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몸이 아닌 상품으로써 

기능을 하는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성을 배제한다. 

이처럼 “모성과 섹슈얼리티는 다시 지난하게 얽혀져서 양립할 수 없다”(Maternity 

and sexuality, again tortuously entangled, are incompatible; Nussbaum 43). 이후 

록사나는 자신의 몸을 자본화하여 매춘부이자 자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여 화려한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다. 그러나 록사나가 가진 어머니로서의 몸과 상품으로서의 

몸이 일정한 한계를  맞이하고, 아이들의 재등장으로 말미암아 작품은 혼란을 

겪는다. 궁극적으로 록사나가 자신의 딸을 살해함으로써 작품은 우울하게 막을 

내린다. 디포는 왜 전작『몰 플랜더스』의 행복한 결말과 상반된 

비극을『록사나』에게 부여하고 결론 아닌 결론으로 끝을 맺는걸까?  

 앞서 디포는 남성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기혼 여성’(feme covert)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록사나를 해방시킴으로써 ‘독신 여성’(feme sole)으로서의 활동 

기회를 부여했다. 달리 말하자면 결혼 제도 내에서, 그리고 남성이 지배하는 집 

안에서 록사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첫번째 남편과의 이별과 보석상의 죽음으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굴레에 속하지 

않게 되면서 록사나는 그간의 침묵하는 몸에서 독립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하여 록사나는 자신의 몸을 근간으로 상품 가치 및 

교환 가치를 인식하고 매춘부와 자본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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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록사나는 “은인”(Benefactor)이자 “구원자”(Deliverer)인 

네덜란드 상인과 로테르담에서 조우한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그의 팔 

안으로 나를 당겼고 키스했다. . . . 그를 만나서 기쁜 나머지 나는 한동안 아무말도 

할 수 없었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채 와락 울음을 터트렸지만 이내 그 

혼란에서 나를 추스렸다”(As soon as he saw me, he run to me, took me in his Arms, 

and kiss’d me. . . . I was glad to see him, that I cou’d not speak a good-while, and I 

burst out into Tears, without speaking a Word for a Minute but I recover’d that 

Disorder; 135)는 대목은 자연스럽게 록사나와 네덜란드 상인의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을 연상시키지만 곧이어 “내가 당신에게 진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청산할 지 

생각해야 되겠군요”(I may consider how to balance an Acoount, in which I am so 

much your Debtor; 135)라고 내뱉는 그녀의 말은 록사나가 자신과 네덜란드 상인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파리에서 그녀는 죽은 보석상이 

남겨 준 보석에 의해 유대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자 네덜란드 상인의 기지 

덕에 무사히 네덜란드로 건너 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록사나는 “나는 이미 그에게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for I ow’d my Life to him already; 138)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파리에서 유대인때문에 생긴 그의 비용과 손실”(his 

Expences and Loss, at Paris, with the Jew; 144)을 물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그녀는 실제로 “2130 크라운 이상의 액수를 계산하”(cast them up at something 

above 2130 Crowns; 140)는 등 부채에 상응하는 돈이나 환어음을 상인에게 주어 

“그들 사이의 셈을 청산하”(Balance all accounts between [them]; 138)려 하지만 

네덜란드 상인은 돈이 아닌  결혼을 빚에 상응하는 값으로 제시한다. 죽은 전처를 

대신해 “록사나가 그 상실을 채울 것이라”([Roxana] would make up the Loss to 

him; 141) 여기고 그는 자신과 록사나의 관계를 채무 관계에서 연인 관계, 더 

나아가 부부관계로 이행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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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석상의 죽음으로 사실혼과 첫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합법적 

결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녀는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위치 또는 독신 여성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즉 

“그녀가 그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방대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Roxana refuses marriage because she does not want to 

give up control of her extensive economic resources;  Maurer 377)며 몸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재생산을 대공과의 관계를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남성을 위해 생산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상인의 통속적인 “결혼하기 위한 확실한 계략”(a sure Game in order to a 

Marriage; 144)은 혼인 전 성관계로 혼인 전 동침이 곧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록사나는 이러한 그의 의도를 눈치채면서도 “그와 함께 밤을 지샜”(He 

lay with me that Night; 143)고, 상인은 성관계에 관한 록사나의 묵인이 곧 남녀의 

합의가 성사되었음을, 그리고 동시에 청혼의 승낙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록사나에게 상인과의 “성관계는 결혼을 대신하고 그녀의 빚을 분할 

상환한다”([Sex] substitutes for marriage and amortizes her obligations; O’Brien 

623)는 데 의미가 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교환가치에 파묻혔기 때문에 상인과의 

동침은 단순한 채무이행에 불과한 것이다. “창녀와의 동침에서 오는 이익은 천 

파운드에 버금갈 뿐만 아니라 내 전 재산과 목숨을 구한 데서 내가 그에게 진 모든 

빚에 상응한다”(That the Favour of Lying with a Whore, was equal, not to the 

thousand Pistoles only, but to all the Debt I ow’d him, for saving my Life, and all 

my Effects; 144)는 그녀의 발언은 그녀의 계산적인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록사나에게 성관계는 어디까지나 이해타산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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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역할인 여성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록사나에게 상기시키고 다시금 결혼을 종용한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지하는 록사나에게 “엄마의 애정”(Affection of a Mother; 156)은 불필요한 

요소일 뿐더러 매춘부의 관점에서 아이는 없애야 하며 키워서는 안되는 

존재이다(132). 그녀는 “나는 내 배 안에 있는 이 짐을 처분하기 위해서 기꺼이 만 

파운드를 내놓겠다”(I wou’d willingly have given ten Thousand Pounds of my 

Money, to have been rid of the Burthen I had in my Belly; 163)라고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내 몸에서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 . . 세상에서 조용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tho’ it was the Child of my own Body. . . often wish’d it wou’d go quietly 

out of the World; 263)고 고백한다. 디포는 상품의 몸에 잉태된 아이를 더할 

나위없이 “버거운 짐,” 즉 수고스럽게 처리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록사나를 

보여준다. 게다가 “교수대를 피하기 위해 범인들이 했던 것처럼 내 배부른 배를 

두고내세워 애원해야겠다” (as Criminals do to avoid the Gallows, Plead my Belly; 

155)는 그녀의 발언은 범죄자들에게 임신이 면죄부인 것처럼 아이를 상인을 

붙잡기 위한 구실이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녀의 

사업가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록사나의 모습은 그녀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애초부터 록사나가 무정한 어머니였던 것은 아니다.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녀 또한 애정과 책임의식이 있는 어머니였다. “불쌍한 아이들과 

떨어질 때 나는 기절했고 다시 정신을 차려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At parting with my poor children, I fainted, and was like 

one Mad when I came to myself and found they were gone; 22)고 록사나가 

서술하듯이 자신의 무능력에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자 극도의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 “일하는 것을 배우며 자라지 않았고 어디에서 일을 구해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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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not bred to Work, and at a 

Loss where to get Employment, to get the Bread of five Children, that was not 

possible; 15)는 이 대목에서 록사나는 아이들을 돌볼 생계적 수단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엄마로서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처럼 

디포는 그녀를 통해 경제적 빈곤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그러나 록사나에게 아이들은 일찍이 부차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내 아이들이 내 면전에서 굶는다고 해도 내게는 오로지 고통과 내 앞에 놓인 

극도의 괴로움만 보였다”(I saw nothing but Misery and the utmost Distress before 

me, even to have my Children starve before my Face; 14)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녀 개인의 앞가림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한 마디로 모든 게 고통과 괴로움이었다. 몰락의 면면이 모든 곳에서 

보였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웠고 남는 것은 아이들뿐이었다. 

예루살렘의 불쌍한 여인네들처럼 나 역시도 내 애들말고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다.  

[I]n a word, all was Misery and Distress, the Face of Ruin was every where 

to be seen; we had eaten up almost everything, and little remain’d, unless, 

like one of the pitiful Women of Jerusalem, I should eat up my very 

Children themselves. (17-18)  

 

마치 작품의 결말을 예견하듯 그녀는 궁핍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자식을 잡아 먹을 

생각까지 품는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빈곤한 형편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배고픔에 아이들이 소비될 수 있다는 언질은 그녀가 앞서 보인 아이들 소식에 보인 

행동과 상반된다. 이처럼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살해될 수 있다는 암시는 록사나 

개인의 생존이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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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적인 인물이며 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에서 아이들을 분석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은 천륜에 반하는 행동을 가능케 한다. 이는 어머니의 부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디포의 이전 작품의 여주인공 몰 플랜더스가 생물학적 어머니 

외에도 “가정교사”(governess) 및 “유모”(nurse)를 대리모로 삼아 그들을 통해 

어머니의 상을 학습했던 반면 록사나에게는 일단 어머니라 불리울 만한 이가 없다.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작품 전반에 걸쳐 어떠한 모습으로도 형성되지 않으며 

디포는 “이 전에 엄마는 돌아가셨다”(my Mother having been dead before; 9)고 

짥막하게 언급할 뿐이다.
20

  

내재된 어머니의 표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록사나는 아이들과 관계 

맺기가 원활하지 않으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초반부터 록사나의 엄마로서의 행보는 석연치 않다.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록사나는 아이들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의 친척들과 에이미만이 “뭔가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some Course must 

betaken; 18)고 판단하여 아이들을 고모 집에 맡기기로 결정한다. 어머니로서 

록사나는 그 어느 것도 선택 혹은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내 하녀 에이미와 

그들이 관리하도록 맡기고”(leave the Management of the whole Matter to my Maid 

Amy, and to them; 19) 아이들의 거취 결정권을 양도한다. 이처럼 록사나는 자신과 

아이들간의 거리에 격차를 두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신의 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짧게 언급하며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를 피한다.  

앞서 상인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록사나에게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로 인식되고 그녀의 자녀들도 그 범주에 소속된다. 록사나가 아이들을 

챙기는 이유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물질적으로 

                                                        
20  일부 비평가들은 에이미와 록사나의 관계를 논하면서 에이미를 어머니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테리 케슬(Terry Castle)은 록사나와 에이미의 관계를 모녀관계로 상징적으로 읽는다. 

케슬에 따르면 록사나는 에이미의 아이로서 행동하며 에이미는 그녀의 어머니로 대신 일을 수행한다. 

캐슬의 비평은 에이미를 록사나의 분신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비평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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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렇지만 굳이 록사나가 아이들을 찾아 보상을 해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에서 록사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록사나는 왜 아이들을 도울까?  

이전 록사나가 아이들을 그들 고모에게 맡겼을 때 고모는 조카들을 

떠맡기를 완강히 거절하지만 고모부는 “자선은 가정에서 시작된다”(Charity begins 

at home)고 밝히며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사람은 

여호와의 채무를 맡은 것과 같다”(he that gives to the Poor, lends to the Lord; 22)를 

인용하여 조카들을 맡는다. 그의 발언은 불쌍한 아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자는 

의미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선행은 또 다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록사나가 아이들을 찾아 어떠한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일전에 아이들을 버린 죄책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속죄 차원에서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록사나의 몸에 있다. 자본의 몸으로 완벽히 변모하는 

과정에서 록사나는 전통적으로 여성성이라 규정되었던 모성을 배제했다. 더 

나아가 록사나의 몸은 남성이자 여성인 혼성인 몸을 갖추는 데, 이는 록사나가 

구사하는 “아마존 여성의 언어”(Amazonian Language; 171)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내가 여자라는 점은 불운이었지만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자유가 남성의 전유물인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차라리 남자인 여성이 되겠다. 내가 자유롭게 태어났듯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It] was my Misfortune to be a Woman, but I was resolv’d it shou’d not be 

made worse by the Sex; and seeing Liberty seem’d to be the Men’s Property, 

I wou’d be a Man-Woman; for as I was born free, I wou’d die so.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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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태어난 것을 “불운”이라 생각하는 록사나의 논리에 따르자면 남자로 

태어난 것은 곧 “행운”이다. 비록 여성의 몸을 소유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자유”를 탑재하기 위해 록사나는 

필연적으로 “남자인 여성”이라는 몸을 갖춘다. 이처럼 록사나는 남성에게 부여된 

특권과 권력을 갖춘 남성화된 여성의 모습을 띤 혼성의 몸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록사나는 ‘엄마’이기보다는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들들과 록사나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아버지인 그녀의 말은 절대적이다. 가령 보석상의 아들이 록사나가 주선한 혼사를 

거절하자 록사나는 즉시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아들은 군말없이 혼사를 

받아들인다(264).  

수소문 끝에 찾은 “견습생으로 나간 막내아들”(my youngest Son . . . that 

he was put out Apprentice; 190)과 “보석상 사이에서 낳은 아들”(a Son which I had 

by the Jeweller; 263)에게 그녀는 교육 및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상인(a merchant)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녀는 대리인 에이미를 통해 

이를 수행하며 “적절한 거리에서만 록사나는 엄마-아들간의 유대를 맺는다”(only 

from a distance, Roxana creates a mother-son tie; Greenfield 25). 적정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록사나는 아이들이 멀리 있을 때 가장 그들에게 

고마워한다”(Roxana appreciates her children most when they are far away; Francus 

267). 특히 독신 여성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간의 거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록사나에게 합법적인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재산권을 남편의 합법적인 후계자인 아들들에게 

넘겨 다시금 남성의 구속에 얽매여야 한다. 때문에 록사나는 직접적으로 아들들 

앞에 서기보다는 후견인 노룻을 통해 본인의 재산권 소유에 대해 전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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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어스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 

록사나는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Bowers 

113).  따라서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에이미를 통해 딸들에게 돈을 

제공하며 “비록 늦었지만 좋은 교육을 시켜 두 딸을 숙녀로 만든다”(had made 

Gentlewoman of them both, by giving them a good tho’ late Education; 266). 하지만 

그간의 세월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그녀의 안일한 생각은 딸과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되려 그녀의 경제적 논리는 흡수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 모자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것과 달리 

그녀의 큰 딸은 록사나와의 거리를 좁혀온다. 그저 두 딸의 후견인에 머물고자 한 

록사나의 노력과 반대로 큰 딸 수잔은 엄마와의 따뜻한 정서적 관계를 갈망한다.  

수잔은 록사나의 아이들 중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록사나의 

친자식들 중 그녀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록사나와 “수잔”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소유한다.
21

 유독 큰 딸 수잔은 록사나에게 애착을 보인다. 그녀는 

단순히 록사나의 돈을 노리고 그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아이로, 한 

개인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an 

inextinguishable desire to be recognized as a child related to a parent, as both an 

individual and the member of a family; Jochum 167)을 가지고 그녀를 쫓는다. 또한 

록사나가 억지로 묻어 두었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한다. “그녀는 제 

엄마예요. 그녀는 제 엄마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and she does not own me; 304)라 외치는 수잔의 절박한 

호소는 오히려 록사나에게 어머니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채찍질과도 

같다. 계속되는 친딸의 공세에 본질적인 관계를 애써 외면하고자 한 록사나는 

                                                        
21

 흥미롭게도 작품 내 록사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 이름을 부여받는 사람은 그녀와 에이미, 

그리고 수잔이다. 이에 반해 디포는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들과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여성 인물들간의 관계에 더 

조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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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느끼고 수잔을 “사냥개”(a Hound; 317)이자 과거의 아내이자 어머니란 

정체성을 소환시키는 존재로 인지한다. 또한 이를 묵과한 점에 대해 심판을 하러 

온 처벌자로 여긴다.  

수잔의 등장으로 록사나는 자신이 혈육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가 어떠한 인물로 가장을 하던 간에 그녀가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그녀가 누구를 모방하더라도 변함없이 엄마라는 것이 그녀의 정체성임을 

상기시킨다(Greenfield 24). 이 진실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재미있게도 그녀의 몸이다.  

 

내 마음 속에 숨겨진 공포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인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딸 

아이에게 키스했을 때, 그 치명적인 마지막 인사 이후로 결코 키스한 적이 

없던, 내 몸에서 낳은, 내 피붙이, 내 친 아이에게 내가 키스했다는 사실에 

내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기쁨이 흘렀다. . . . 내 마음에 들어 선 이 

이상한 느낌을 펜으로도 기술할 수 없고, 그 어떤 단어라도 표현할 수 없다. 

무언가 내 피를 관통하는 것이 느껴졌다. 내 가슴은 두근거렸고 내 머리는 

번쩍 맑아지고 또 어지러웠다. 처음 봤을 때 넘쳐나는 감정에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했고 실제로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녀의 

얼굴에 내 입술이 닿았을 때 그녀를 내 품에 끌어 안고 수천번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다.  

I cannot but take Notice here, that notwithstanding there was a secret Horror 

upon my Mind, and I was ready to sink when I came close to her, to salute 

her; yet it was a secret inconceivable Pleasure to me when I kiss’d her, to 

know that I kiss’d my own Child, my own Flesh and Blood, born of my 

Body; and who I had never kiss’d since I took the fatal Farewell of them 

all. . . . No pen can describe, no Words can express, I say, the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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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which this thing made upon my Spirits; I felt something shoot 

thro’ my Blood; my Heart flutter’d; my Head flash’d, and was dizzy, and all 

within me, as I thought, turn’d about, and much ado I had, not to abandon 

myself to an Excess of Passion at the first Sight of her, much more when my 

Lips touch’d her Face. I thought I must have taken her in my Arms and 

kiss’d her again a thousand times, whether I wou’d or no. (277) 

 

아이에 대한 록사나의 몸의 반응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이다. “록사나와 다 큰 

딸의 첫 만남은 열렬한 본능적인 반응을 자아낸다”(The first encounter between 

Roxana and her grown daughter arouses a passionate visceral response: Nussbaum 

39). 놀랍게도 록사나는 처음으로 격렬한 감정적 동요를 보이며 딸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처럼 록사나는 본능적으로 수잔에게 끌린다. 

딸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이 록사나를 뒤흔든다. 비록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는 무심코 딸을 끌어당겨 애정을 주고싶어 하고 

그녀의 몸 또한 수잔과의 스킨쉽에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듯 “록사나가 

그녀로부터 떨어지려고 해도 육체적으로 그녀는 수잔에게 끌린다”(Roxana is 

physically drawn to Susan even as she tries to disengage herself; Greenfield 25). 

그린필드나 누스바움은 이 장면을 두고 아이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디포가 

록사나의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을 일깨운다고 평한다. 물론 이 장면에서 

록사나는 어머니로서의 애착을 보인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점은 이와 동시에 

그녀가 딸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남성들간의 관계에서 록사나가 먼저 스킨쉽을 

요구한 것은 드물지만 그녀는 수잔에게 키스하기를 강렬하게 열망한다. 수잔이 

록사나의 모성애를 증폭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성적 욕망을 은연중 

일깨운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충분히 에로틱하다. 게다가 그 상대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록사나에게 내재된 동성애적 욕망이 딸로 인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수잔을 살해하는 것은 딸 아이에게 욕망하는 불순한 자신을 

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동성애적 욕구가 드러난 만큼 혼성의 몸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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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사나가 딸에게 느끼는 이성애적 욕구도 동시에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적인 욕구는 근친상간의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잔의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모로 수잔과의 관계는 록사나를 위험에 빠트린다.  

사실 이전부터 본의 아니게 록사나는 어머니로서의 몸을 일깨우고 있었다. 

수잔의 재등장과 록사나의 신체적 변화의 시기는 미묘하게 겹친다. 그녀가 

염원하던 “왕의 정부”(being Mistress to the King; 161)의 “칩거 기간”(Time of 

Retreat; 181)을 거치고 나서 록사나는 “이전보다도 살이 좀 찐 걸 제외하고는 내 

미모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I was not at all impaired in beauty except that I was 

a little fatter than I was formerly; 182)고 말한다. 여전히 그녀의 미모는 매력적이며 

뭇 남성들의 구애를 받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내가 스무살이 넘은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나이를 먹고 있었고, 오십살 위였다”(without much examining, that any-one who 

look’d in my Face, might see I was above twenty Years old, and yet, without 

flattering myself, I carried my Age, which was above Fifty; 187)고 밝히는 록사나의 

모습은 자신의 얼굴이 본 나이보다도 어리게 보일지라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느껴진다.  

화룡점정이라고 할 왕의 첩의 지위를 얻고 난 직후 그녀는 자신을 “수 

년동안 간직했던 오래되고 변색된 녹슨 접시”(an old piece of plate that had been 

hoarded up some years, and comes out tarnished and discolour’d; 182)에 비유한다. 

“접시”는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남성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몸 또는 자궁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접시가 낡았듯이 그녀의 몸 역시 “쉰 살에 가까우며 

너무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was pretty near Fifty, and too old to have 

any Children; 245). 이는 그녀의 몸이 가지는 생리적 기능이 다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녀는 네덜란드 상인 

이후 만나는 남자들 사이에서 회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녀의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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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은 자본의 몸이자 상품의 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가운 일일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몸의 유한성은 교환가치를 

내재한 상품의 몸에도 적용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의 상품가치는 

떨어지며 교환가치 또한 떨어진다. 즉 디포는 여성의 몸이 자기 통제권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여성의 몸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그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록사나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기능을 탑재한 젊은 여성을 

흉내내는 데 그친다. 록사나는 그간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해왔다. 상품의 

몸이자 자본의 몸을 갖추기 위해 과거 자신의 의지에 의해 생물학적 재생산의 몸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자본의 몸은 자기 증식을 통해 무한성을 획득하여 그녀의 

몸에서 더 이상 기생하지 않으며 남은 상품의 몸과 어머니의 몸마저도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에 그녀는 남성적인 권리와 여성의 몸이 함께하는 중립적인 

몸을 재정비하고 통제권을 갖추기 위해 퀘이커 교도의 옷을 빌려입는다. 이러한 

록사나의 행위는 자신의 이전 생활을 감추기 위한 “변장”(a Disguise; 211)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 재생산이 가능한 몸의 모방이다.  

 

정말 주인님께 완벽한 변장이에요. 정말이지 다른 사람처럼 보여서 제 

자신이 마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에요. 아니다, 에이미가 말했다. 그 

이상이에요. 열살은 더 젊어 보이세요.  

그 말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었다. 에이미가 그 말을 되풀이 할 

때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다.  

It is a perfect Disguise to you; why you look quite another-body, I shou’d 

not have known you myself; nay says Amy, more than that, it makes you 

look ten Years younger than you did.  

Nothing cou’d please me better than that; and when Amy repeated it, I was 

so fond of it. (211;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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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의 “다른 사람”은 사교계의 록사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자를 일컫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몸,” 다시 말해 본 나이보다 열 살이나 어려 “집에 

아이들을 한 가득 채울 수 있는”(might have a House-full of Children; 245),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록사나의 큰 기쁨은 바로 

생산이 가능한 몸의 연출에서 온다. 비록 위장된 모습이지만 퀘이커 교도의 옷을 

통해 록사나는 몸의 재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몸을 표면적으로나마 부여받음으로써 

몸에 대한 통제권을 일순간 회복한다.  

 이렇게 록사나는 어머니로서의 생산성을 다시금 획득한다. 또한 그녀의 

가장 행위는 매춘부로서의 몸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녀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나이 든 

매춘부로서 몸은 더 이상 상품가치가 없다. 나이 든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재산의 

증식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로의 가장은 자본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졌을 때 현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록사나의 유일한 대비책이 된다. 몸의 

유한성을 옷으로 위장시킴으로써 록사나는 몸의 통제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록사나는 분명 자신의 몸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했고 매춘부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 이상 상품으로서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가정으로 회귀하고자 하며 퀘이커 교도의 모습으로 뒤늦게 네덜란드 

상인과 결혼한다. 가장을 통해 록사나는 재산을 유지할 뿐더러 직위도 획득하여 

최대의 가치를 창출한다.  

가정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록사나가 퀘이커 교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그녀가 기거하게 된 곳은 “여성이 부양하는 집으로, 가장은 

뉴잉글랜드에 가 있으며 안주인은 4명의 자녀와 하녀 2명을 데리고 번듯하게 살고 

있었다”(Female Family, the Master of the House being gone to New-England; and 

that the Woman had four Children; kept two Maids, and liv’d very handsomely; 

210). 퀘이커 교도 또한 록사나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은 아이들을 남겨 둔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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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떠나 버려 혼자서 막막하게 지낸다. 록사나는 과거의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퀘이커 부인에게 후한 선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호의를 베풀”(making [the 

Quaker] some handsome Presents, and the like to her Children; 212)어 줌으로써 

그녀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한다.
22

 록사나와는 다르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녀는 가장 공손하고 친절하며 예절바른 사람이었다. 지극히 잘 

자랐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다”([she] was a most courteous, obliging, mannerly 

Person; perfectly well-bred, and perfectly well-humor’d). 이처럼 퀘이커 교도의 

모습은 여러모로 록사나가 가정으로 회귀하였을 때 이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단순히 위장을 통해 퀘이커 교도의 외면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 외에도 록사나는 

“퀘이커 교도처럼 말하며”(talk’d like a Quaker; 213)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한다. 

이처럼 그녀는 퀘이커 교도를 따라 자신의 모습을 재정비한다.  

  그러나 수잔의 재출현은 록사나를 긴장시킨다. “그렇다면 록사나 부인이 

제 엄마군요”(Madam Roxana was her Mother then; 270)라는 수잔의 이 한마디는 

록사나에게 가히 위협적이다. 수잔은 위장된 그녀의 모습에 감춰진 “엄마 

수잔”이라는 정체성을 소환시키며 은퇴한 매춘부 “록사나 부인”을 환기시킨다. 

수잔은 록사나가 아이들을 버리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며 “파편적인 이야기들의 

조각들”(Broken Fragments of Stories; 269)을 모은다. 불완전하지만 “그것들의 

발치에 사실이 있”(some Accounts that had a reality in the Bottom of them; 269)고 

그녀는 점차 엄마인 록사나가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들을 조합해낸다. 다시 말해 

수잔은 가까스로 두 개의 몸을 구현하고 있는 록사나의 퀘이커 가장에 균열을 

일으킨다. 퀘이커 교도 집에서 선장의 아내와 다 함께 모였을 때 수잔은 록사나의 

모습에 대해 상세히 전한다. 그녀의 발설에 록사나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분이 

                                                        
22이처럼 아이들을 제외하고 노처녀(spinster)와 과부로 이루어진 이 집은 여성 공동체의 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허프튼(Olwen Hufton)은 이러한 공동체를 “독신녀 집단”(spinster 

clustering)이라고 부르며 여성들이 거주할 집을 빌려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생활비 및 부차적인 가계 

유지비를 나눠 함께 생활한다고 일컬었다(Hufton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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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까 두려우면서도 자신이 화려했던 “왕의 정부”(Mistress to the KING)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내심 “기분이 좋으며 기뻐”(pleas’d and tickl’d; 287)한다. 

이처럼 수잔의 전략은 록사나의 행적을 이야기함으로써 록사나가 감춰두고 있는 

매춘부로서의 모습을 꺼내어 그녀를 교란시키기 위함이다. 퀘이커의 모습을 

내외부적으로 흉내낼지라도 록사나는 변함없이 록사나라는 사실과 엄마 

수잔이라는 사실을 수잔은 록사나에게 알림으로써 소외시킨 자신과 엄마 수잔을 

대면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딸로 인해 록사나는 그 딸에게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살해를 택한다.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내 눈 앞에 늘 있었고 나는 밤이나 

낮이나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내 집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 머릿속에 

출몰했다. 내 상상은 수 백 가지의 형태와 모습으로 그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때때로 목이 잘린 채, 그녀의 머리가 없어진 채, 다른 때는 

기둥에 목매단 채, 또 다른 때는 캠버웰에 있는 연못에 익사한 모습으로 

자나 깨나 내 눈 앞에 나타났다. 이러한 형상들은 극도로 무서운 

것들이었다. 

As for the poor Girl herself, she was ever before my Eyes; I saw her by-

Night, and by-Day; she haunted my Imagination, if she did not huant the 

House; my Fancy show’d her me in a hundred Shapes and Postures; 

sleeping or waking, she was with me: sometimes with her Head cut, and her 

Brains knock’d out; other-times hang’d up upon a Beam; another time 

drown’d in the Great Pond at Camberwell: And all these Appearances were 

terrifying to the last Degree. (325)   

 

이전까지 록사나는 에이미의 수잔 살인 계획에 “내 두 손으로 네 목을 따겠어”(I 

shou’d cut your Throat with my own Hand; 271, 강조는 필자)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에이미의 계획을 반대하지만 록사나는 수잔의 살해에 자신이 관계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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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인정한다. 그러나 록사나는 실제 수잔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록사나는 꿈을 통해 수잔의 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딸 아이의 죽음이 불변의 

사실임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록사나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제거한다. 앞서 임신이 본인의 상품을 

손상시킨다는 인식과 마찬가지로 딸의 출현은 상품인 자신의 내력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그녀의 형태는 그녀가 더 이상 몸을 통제하지 못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은 수잔의 죽음 이후 록사나의 행색을 기술하며 영국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모습을 그린다. 록사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하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결말을 무미건조한 어투로 서술한다.  

 

여기서 몇 년간 잘나가고 겉보기에 행복한 처지에 있다가 나는 끔찍한 

재앙에 빠지게 되었고 에이미도 그러했다. 우리의 지난 좋은 날들과는 

정반대였다. 우리 둘이 불쌍한 그 아이에게 저지른 악행이 하늘의 천벌로 

이어진 것 같았다. 다시금 나는 완전히 비천해졌고, 내 고통이 내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이듯 내 회개는 단지 내 불행의 결과인 것 같았다.    

Here, after some few Years of flourishing, and outwardly happy 

Circumstances, I fell into a dreadful Course of Calamities, and Amy also; the 

very Reverse of our former Good Days; the Blast of Heaven seem’d to 

follow the Injury done the poor girl by us both; and I was brought so low 

again, that my Repentance seem’d to be only the Consequence of my Misery, 

as my Misery was of my Crime. (329-30) 

 

작품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이라 할 친딸 살해를 오히려 록사나는 

덤덤하게 서술한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러한 결말을 두고 구조적, 도덕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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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녀의 경제적 몰락도 담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정작 록사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디포의 이러한 해결방식은 그 또한 록사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매춘부와 자본가로서 엄청난 부를 이룩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몸이 

부여하는 여성성을 록사나 스스로 파괴시키는 모습에 디포 또한 한계를 느끼고 

지지부진한 결말을 통해 자신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말에도 불구하고 『록사나』는 여성의 경제적 가치를 몸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디포는 록사나를 통해 여성의 몸이 자본이자 상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한편으로는 교환 및 상품가치를 

내포하는 자본이자 상품으로서의 몸을 구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몸이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의 몸을 가진다. 록사나는 몸에 내재된 

가치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을 위해 모성을 억압한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면 분리된 여성의 몸은 한계 시점에 도달한다. 그녀의 두 

몸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며 몸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던 록사나는 

혼란을 겪게 된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해 록사나는 위장을 

택함으로써 매춘부라는 과거와 이별하고 정숙한 여성을 흉내낸다. 단순히 

외부적인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록사나는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꾀하지만 

여성의 몸이 숙명적으로 품는 모성성까지는 연기하지 못하게 된다. ‘엄마’라는 

정체성을 록사나는 받아들이 못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폭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녀의 서사는 파국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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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록사나』의 원제는 “운 좋은 정부”(the Fortunate Mistress)이지만 작품 

내에서 ‘mistress’는 ‘정부’라는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 그녀는 에이미의 

‘여주인’이 되기도 하며, 또 보석상의 사실상의 ‘아내’이자 네덜란드 상인의 아내, 

그리고 대공의 ‘정부,’ 왕의 ‘정부’가 되기도 한다. 디포는 ‘mistress’의 함의가 

다중적이듯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혼 제도의 안과 밖을 드나들며 변화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몸 또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구현했다. 본 논문은 『록사나』를 통해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여성의 

몸이 내포한 여러 의미들을 당대의 결혼 제도나 매춘행위라는 결혼 제도의 안과 

밖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또 그에 대한 당대 남성의 

시선과 주인공 록사나의 심리적 갈등, 그리고 가족제도와 모자관계를 매개로 

표출되는 여성의 몸 내지 여성성과 모성의 문제 등을 검토했다.  

 우선 디포는 결혼제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성의 몸이 사회적,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은 ‘feme covert’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와 가족제도의 틀에 안주하게 된다. 하지만 

결혼 제도는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몸의 방패막이 아니라 자율성을 구속하고 

독립성을 박탈하며 재산권마저 남편에게 이양하는 올가미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포는 결혼제도 밖에 여성의 몸을 

위치시킴으로써 오히려 여성을 억압할 수 있는 당대 결혼제도의 부당함을 꼬집고 

있다. 이 작품은 결혼제도로부터 탈출을 통해서 여성의 몸의 가치를 일깨우며 여성 

스스로가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경제적 자립을 지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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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디포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과정을 몸을 수단으로 해서, 즉 

매춘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 작품은 매춘이라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고 자본화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록사나를 통해서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한 경제적 재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피자면 

여성의 몸은 별다른 경제적 수단이나 부의 원천이 없을 때 여성이 유일하게 상품화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록사나는 결혼제도의 바깥에서 

매춘을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만 그 몸의 주인이 오로지 그녀가 

아니고, 그 몸이 상품화되고 대상화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몸의 상품화가 사실은 

일종의 소외과정임을 암시한다.  또한 디포는 록사나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매춘이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 용인되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임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작품은 크루소처럼 본인의 노동을 통해 삶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는 여성의 한계 

또한 아우르면서 어쩔 수 없는 여성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런 측면에서 

『록사나』는 당대의 변화하는 경제 담론이 여성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몸을 상품화하고 자본화하여 부를 구축한 록사나는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에 안착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정으로의 회귀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그러한 시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친딸 살해로 이어짐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록사나의 이러한 행동은 몸의 상품화를 통한 여성의 

자립이 당대에는 사회적으로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그것이 당대의 심리구조 속에서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문제였을 뿐 아니라 주인공 

자신도 넘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결말은 

당대의 사회구조적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여성성, 모성의 관계가 

내포하는 문제의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록사나』에서 디포는 남성의 주 활동 공간인 공적 영역과 가정이란 사적 

영역의 분리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의 경제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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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형상화를 통해 여성의 몸을 재평가하고 재정의하는 시도를 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포가 『몰 플랜더스』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결말과 달리 

『록사나』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선사하는 것은 록사나가 아이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어머니이기보다는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하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두 

여성 모두 범죄자이자 매춘부라는 반사회적인 존재로 나타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진취적인 여성이다. 비록 그 일이 비합법적인 범죄일지라도 몰 

플랜더스는 자신의 일에 긍정하며 여전히 “본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to be able to 

Work for myself; Moll 12) 건강한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반면 록사나는 몸이라는 

틀에 갇혀 본인을 상품, 자본으로만 인식하고 남성의 구미에 맞는 여성상을 

연기하는 데 그칠 뿐이며 몸이 표상하는 여성상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딜레마를 겪는다. 이처럼 그녀의 딜레마는 자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록사나는 결국 엄마도, 아내도, 수잔도, 심지어 록사나도 아닌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록사나』는 마치 “진짜가 아닌 다이아몬드”(not true Diamonds; 174)처럼 

한 개인의 진위 여부가 어려운 서사인 것이다. 디포는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지하고 옹호했지만 『록사나』의 결말이 암시하듯이 그것이 

현실 속에서 겪게 될 사회적 갈등, 그리고 내면적 위기 또한 직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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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ale Economics:  

The Relationship between Woman’s Body and Property 

in Daniel Defoe’s Roxana 

 

Kyung Seo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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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 woman’s economic 

property and her body as illustrated in Daniel Defoe’s Roxana. By locating a 

woman’s body in an economic context, Defoe demonstrates that the female body has 

functions not only in biological reproduction linked to the roles of wife and mother, 

but in economic production as well. This thesis explores how the figure of Roxana 

presents the ways in which a woman’s body is socially and legally constructed, and 

also creates economic values, focusing on the keen association between the two 

processes. 

The first chapter investigates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a woman’s legal 

status and her property (rights) when she married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England. During this period, a married woman in her feme covert status was 

wholly dependent on her spouse for her property, whereas a single woman, legally 

acknowledged as feme sole, could claim her independent property rights. 

Delineating the trajectory of Roxana’s transformation from feme covert to feme sole, 

Defoe highlights the processes by which Roxana achieves finan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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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odily autonomy, and by that means delivers his criticism against the marriage 

system of his society.  

The second chapter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man’s body 

and prostitution. Through the command over her own body, Roxana accumulates 

wealth through various routes and becomes educated in economic transactions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Narratively following this process, Defoe explores such 

issues as the commodification of woman’s body and the potential access to 

economic independence and reproduction a woman could gain through prostitution. 

However, observing the changes in perceptions of the female body experienced by 

the protagonist, Defoe examines both the prospects open to, and the limits put upon, 

a woman’s body in a capitalist system.  

The last chapter explores how Roxana aspires, and fails, to reintegrate her 

body in domesticity and her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In the course of the 

narrative, Roxana divides her body into the figures of a mother and a prostitute. 

Defoe ultimately accentuates Roxana’s failure to integrate these two roles, and the 

resultant fragmentation of her body is the source of the novel’s tragic ending.  

Maintaining his focus on the property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women, Defoe illuminates in Roxana the ways in which the female body is 

enmeshed in the economic sphere of production, and demonstrates the multi-layered 

existence bodied women were to undergo in a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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