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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 문 초 록 

 

『피에르』는 19세기 중엽 북미 사회의 획일적인 젠더 이분법과 성장 

담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소년은 여성적 공간인 가정을 탈출해 남성들의 

집단에서 경쟁하고 연대하며 자신이 ‘여성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성인 

남성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피에르』의 비전형적 여성인물들은 주인공 

피에르가 안정적인 남성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피에르의 어머니 

메리와, 자신이 그의 이복누이라고 주장하는 이자벨은 피에르와 근친상간적 

관계를 맺으며 관습적인 이성애 질서를 교란한다. 메리는 가정 공간에서 한정된 

자유와 수단을 부여받는 일반적인 여성과 달리 본인이 남성의 위치를 점유하고 

피에르를 여성화한다. 그러나 그녀의 지배는 남성 주체/여성 객체의 이분화된 

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잠정적인 것이며 따라서 남성 중심적인 젠더 지형을 

전복하지는 못한다. 이자벨과의 근친상간은 규범적 이성애 질서와 남성 

주체/여성 객체 이분법이 와해된 관계를 예고한다. 피에르는 이자벨에게 

끌리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피에르의 남성성은 주체의 해체를 향한 충동과 

이로 인한 불안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피에르는 기존의 남성성을 해체한 

이자벨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절대적인 남성 주체가 됨으로써 이 

분열을 봉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에르는 이자벨의 이야기를 남성적 

글쓰기로 전유하여 재현하고자 하지만 실패한다. 멜빌은 피에르의 실패를 통해 

당대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젠더 이분법과 이에 바탕한 남성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멜빌에게 ‘진정한’ 성장이 있다면, 타자화와 경계 형성으로 유지되는 

남성성이 아니라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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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은 자전적인 경험에 바탕한 대중적인 해양 

소설 작가로 당대 문학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진지한’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하자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다. 야심작이었던 

『모비딕』(Moby-Dick, 1851)이 흥행에 참패하자 좌절한 멜빌은 ‘돈이 되는’ 

센티멘털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19세기 중엽 미국의 출판 시장에서 여성 

작가들의 센티멘털 소설들은 종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성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막대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채 2년이 

되지 않아 멜빌 최초의 ‘가정 소설’ 『피에르, 혹은 애매함들』(Pierre, or the 

ambiguities, 1852) 1 이 출간된다. 멜빌이 소피아 호손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 멜빌은 센티멘털 소설로서 『피에르』의 상업적 성공을 

장담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상업적으로 참혹하게 실패하고 문단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으며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피에르』의 실패를 작품의 파격적인 줄거리와 소재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작품은 관습적인 센티멘털 소설의 상투적 문법을 따르지 

                                           
1  지금까지 작품의 “ambiguities”는 “모호함들”(김진경), “모호한 것들”(윤조원), “모호성

들”(최아영), “모호함”(이용학)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우리말 표현 ‘애매모호’는 애매

성(ambiguities)과 모호성(vagueness)을 통칭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양 현대 언어철학

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애매성은 ‘배’, ‘눈’, ‘기사’와 같이 한 개념이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모호성은 ‘크다’나 ‘대머리’처럼 개념의 

한계와 정도가 분명치 않은 경우를 지칭한다. 필자는 작품에서 피에르가 수행하는 남

성성이 단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정반대로 읽히는 다면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ambiguities”를 “애매함들”로 번역한다. 또한 ‘구별’ 및 

‘지칭’의 어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말 의존명사 ‘-것’은 생략하였다. 논문에서는 

『피에르』로 줄여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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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18세기 공화주의 이상과 함께 출현한 센티멘털 장르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미국 문화 전반에 침투해 있는 이분법적 젠더관을 대변하고, 강화하고, 

교육하는 효과를 지녔다. 산업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 청교도 

공동체의 문화가 잔존해 있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가정 

내에서의 경제 활동이 상당부분 존재해 있었고 여성과 남성의 공간과 역할이 

엄격하게 이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북미 도시 중산층 문화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로 인해 미국 사회는 본격적 산업화로 진입했고, 남성의 

영역인 공적 공간과 여성의 영역인 사적 공간이 엄격하게 나뉘었다. 남성들은 

가정 밖 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적 영역에서 동성들 간의 경쟁과 연대를 통해 

소유 재산을 획득하고, 가정은 여성의 공간으로 젠더화된다. 이즈음 “가정성 

예찬”(the cult of domesticity)이 문화 저변에 확산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윤리적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는 남성성 및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다. 과거 청교도 공동체에서 유래하는 삶의 방식과 윤리관에서 

급격하게 단절되어 사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시장에서 무자비하게 

경쟁해야하는 운명에 처한 남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쉬워진다. 19세기 

중엽의 잭슨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바로 그 시장 경제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할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들의 공간인 가정이 이들을 정화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강조된다. 새로이 출범한 잭슨 민주주의의 운명이 가정이라는 성역에 

달려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여성의 덕목을 강조한 것이 동시대의 

“센티멘털리즘 예찬”(the cult of sentimentalism)이다. 

센티멘털리즘은 단순히 문학 시장에서만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다. 

이는 미국 사회 저변에 확산된 문화적 현상이었다. 이중에서 여성 작가들의 

센티멘털 소설은 주로 백인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형성 문제를 다뤘다. 여성 



 3   

센티멘털 소설의 플롯은 상당부분 정형화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형태는 부모의 손을 떠난, 혹은 고아가 된 소녀가 여러 사건을 거치며 결말에 

이르러서는 가족을 되찾거나 새로이 구성하여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플롯이다. 불완전하고 취약한 가정이 일련의 사건을 거쳐 완벽한 가정으로 

변모하는 이 서사는 순수했던 이가 유혹, 타락, 고난을 거쳐 구원받는 기독교 

서사가 가정의 메타포로 세속화된 것이다. 본디 버니언(John Bunyan)이 정신적 

삶의 알레고리로 구상했던 이 “귀환”(homecoming)의 서사는 멜빌 시대에 

이르러 종교적 취지가 옅어지고 대중적인 이야기 틀이 된 것이다(Spengemann 

ⅲ). 

이러한 센티멘털 소설은 같은 시기에 유행했던 조언 문학(advice 

literature)과 함께 여성 독자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덕(virtue)을 갖춘 “진정한 

여성성”(True Womanhood)과 이러한 여성성이 구현되는 장소인 가정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웰터(Babara Welter)는 이러한 

‘진정한 여성성’의 지표로 경건(piety), 순결(purity), 순종(submissiveness), 

가정성(domesticity)이라는 네 요소를 꼽았다. 즉, 소설 속 인물들, 그리고 

여기에 감화를 받은 여성 독자들은 당대의 가정성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자발적으로 순응(subjection)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여성으로서의 주체성과 

젠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 작가들이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센티멘털 소설들보다 비중도 

적고 상대적으로 주목도 덜 받고 있지만 남성 작가가 남성 주인공을 다룬 

센티멘털 소설들도 존재한다. 베르톨리니(Vincent J. Vertolini)는 이를 “독신남성 

센티멘털리즘”(bachelor sentimentalism)이라고 명명한다. 소년 단계와 성인 

남성 단계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독신남성이라는 지위는 자위, 난잡한 

성교, 호모섹슈얼과 연결되면서 보수화된 미국 문화에 위협적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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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남성 센티멘털리즘의 공식화된 서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위협적인 독신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의 세계로 편입되어 온전한 

남성으로 거듭나는 일종의 ‘개심서사’(conversion narrative)다. 독신 남성 역시 

아직 부인이나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성 센티멘털 소설의 소녀들처럼 가정의 

세계로 편입됨으로써 사회 속에서 용인되는 개인의 정체성과 젠더를 획득한다.  

『피에르』의 남성 주인공 피에르 글렌디닝(Pierre Glendinning) 역시 

독신남성 센티멘털리즘이 초반에 제시하는 독신 남성의 전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유년기에서 막 벗어난 소년이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온전한 성인 남성은 아니다. 그는 경계선상(threshold)에 서있다. 센티멘털리즘 

장르를 이해하고 있는 독자라면 멜빌이 피에르를 센티멘털 소설이라고 

정의했을 때, 주인공이 자신의 이름 ‘피에르 글렌디닝’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획득할 지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존의 

센티멘털 소설들이 종국에는 어떻게 가정을 지키게 되는 지로 결말을 맺는 

것과 반대로 『피에르』에서 가정은 지속적으로 파괴된다. 피에르는 멜빌의 

해양소설의 인물들이 육지로 대변되는 여성과 가정의 세계를 떠나 젠더의 

구분이 모호한 원초적 세계를 모험하듯이 가정을 떠난다. 피에르는 그 명칭에서 

암시 되듯, 그를 추동하는 강렬한 열광(enthusiasm)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끝맺을 때까지 명확한 사회적 정체성을 얻은 안정적 남성 주체로 완성되지 

못하고 규정 불가능한 ‘애매한 존재’(ambiguities)로 남아 있다.  

이처럼 센티멘털 장르의 요소를 차용하되 『피에르』가 센티멘털리즘 

서사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공조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대 비평가들로 하여금 

작품을 맹비난하게 하였지만, 최근 비평가들에게는 오히려 작품의 전복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가령 실버만(Gillian Silverman)은 당대 비평가들이 문제 

삼았던 『피에르』의 근친상간 모티프가 사실 당대 가족 도덕률을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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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적 수사 담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웨이너(Ellen 

Weinauer)는 여성이 독자적 자산을 소유할 수 없었던 당대 일반적 관례와 

다르게 피에르의 어머니 메리 글렌디닝(Mary Glendinning)이 새들 

메도우즈(Saddle Meadows)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 인물의 전위적 힘과 사회 비판적 요소를 함께 찾는다. 또한 단순히 멜빌 

당대의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최근 퀴어 이론 진영에서 

피에르의 ‘반-성장’에 근거한 남성성에서 전복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크리치(James Creech)는 『피에르』의 전체 서사를 

억압된 동성애의 알레고리로 읽는 급진적 진영 읽기(camp reading)를 시도한다. 

그는 피에르와 이자벨 벤포드(Isabel Banford)의 근친 상간이 차마 언어로 

규정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게 금기시되던 동성애의 연막 장치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크리치에 따르면, 피에르의 어머니 메리와 그의 약혼녀 루시 

타르탄(Lucy Tartarn)의 세계로 대변되는 관습적 가정의 세계는 강제적 

이성애를 전제한 공간이며, 아버지를 향한 근친상간적 동성애적 욕망이 

구현된(embodied) 존재인 이자벨과의 관계를 통해 피에르는 퀴어한 

섹슈얼리티를 획득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조원은 피에르의 퀴어한 

섹슈얼리티에 주목하여 ‘퀴어한’ 피에르가 기존의 잭슨식의 남성성이 요구하는 

명령에 따르다가 ‘내파’(implode)한 점에 주목한다.  

퀴어 이론 진영은 피에르와 더불어 『모비딕』의 이슈마엘(Ishmael), 

『수병 빌리버드』(Billy Budd, Sailor, 1924)의 빌리버드(Billy Budd)와 

클레거트(Claggart) 같은 멜빌의 다른 작품 속 퀴어한 남성 인물들에도 

종합적으로 주목하며, 멜빌이 육지와 가정을 떠나 거친 바다 세계에서 

‘남성적인 것’을 다룬 작가라는 초기 멜빌 비평의 관점과 달리, 멜빌의 ‘남성적 

세계’의 젠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남성들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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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사회(homosocial) 속 멜빌의 남성 인물들이 관습적인 남성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 젠더 특징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리케트(Maria Liquete)는 멜빌의 작품 속에서 여성 인물이 부재하거나 

등장하더라도 평면적이고 상투적으로 그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인물들이 

그 부재하는 ‘여성적 특질’을 자유롭게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대 젠더 

관념에 대한 멜빌의 전복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찍이 

마틴(Robert K. Martin)이 멜빌의 남성 공동체가 억압적 문명 밖의 공간에서 

젠더, 계급, 종교 같은 문화적 위계를 없앤 민주주의적 공간을 구현한다고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멜빌의 퀴어한 남성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젠더 수행 

방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위그만(Robin 

Weigman)은 『피에르』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지만, 「독신남성들의 

천국과 처녀들의 지옥」(“The Paradise of Bachelors and the Tartarus of Maids,” 

1855)을 다루며 형제애에 기반한 민주적 남성 공동체가 그로부터 물리적으로 

배제된 여성과 남성의 권력 차이뿐 아니라, 남성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차별적 

층위를 무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마틴의 논의를 반박한다. 마찬가지로, 

피에르의 남성성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전복적이고 자유로운 젠더 수행 

가능성을 지닌다고 여겨진 그의 퀴어한 정체성이 사실은 가부장적 욕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도 엿보인다. 크리치의 논의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강제적 이성애를 여성적 공간으로 젠더화된 가정에 

귀착시키는 것은 강제적 이성애를 요구한 쪽이 애초에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세지윅(Eve Sedgwich)은 『남성들 

사이에서』(Between Men)에서 가부장적 이성애에 기반한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리티가 이성애주의자들의 주장만큼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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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논의는 남성끼리의 연대를 통한 

형제애에서 섹슈얼리티를 제거하려는 동성애혐오 경향을 꼬집기 위함이지만, 

바꿔 말하면 호모섹슈얼리티와 가부장제 사이의 거리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지윅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호모섹슈얼리티가 

오늘날과 다르게 가부장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간략하게 주장한다. 

클라이머(Jeffory Clymer), 디먹(Wai-Chee Dimock), 래키(Krish Lackey), 

펜리(Tara Penry), 브라운, 웨이너 등은 이와 같은 피에르의 가부장적이고 

“단일체적”(monolithic) 남성성에 주목한다. 이들은 피에르의 남성성을 

맥퍼슨(C. B. Macpherson)이 주장한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소유적 개인주의란 잭슨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세습 받은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사적 소유물을 근간으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정상적 성인 남성이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성취한 이득을 근거로 자신의 남성성을 확립하는 과정과 

같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퀴어 진영의 입장과 달리 피에르가 

‘정상적’ 성장의 노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한 입장이다.  

이 입장은 피에르의 남성성을 19세기 중엽 미국의 제국주의적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담론과 등치 시킨다. 이에 따르면 피에르가 소유가능한 

대상물로 삼는 것은 주로 인디언, 농노, 여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층이며, 특히 그는 메리, 루시에 이어 이자벨의 여성적 특질과 조건들도 

취득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켜 사적 소유물로 삼는다. 이러한 비판 경향은 

피에르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대로 자기 

자신 역시 일종의 교환 및 소유가능한 대상으로 전환되어 루시의 소유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 주목한다. 즉, 기존의 소유적 개인주의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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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환상과 다르게, 뺏고 뺏기는 경쟁과 ‘소유’라는 개념에 기반한 정체성 

형성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한 전략임을 지적한다. 퀴어 진영에서 

피에르가 관습적 새들메도우즈의 가정을 탈출한 데 큰 의미부여를 했다면, 이 

논의에서는 피에르의 공간 이동은 독자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폐쇄적 경제 

시장의 새들메도우즈에서 뉴욕의 자유로운 시장(open market)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환경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종합해 보자면, 피에르를 애매한 ‘퀴어 남성’으로 읽으려는 시도와 음험한 

‘제국주의적 남성’으로 읽으려는 두 경향은 모두 피에르가 지니고 있는 

남성성의 극단적 양상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이 두 

유형의 남성성은 멜빌의 편지와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전형적 남성상이다. 멜빌 스스로도 어떤 순간에는 

퀴어 감성이 묻어나는 관계 지향적 남성성을 옹호하고, 어느 순간에는 불굴의 

군주적 남성성을 지향하기도 한다. 물론 이 두 유형의 남성성이 발현되는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실제로 여러 작품 내에서 두 유형의 

남성성은 서로 대립되는 혹은 평행하는 두 인물들로 구현된다. 가령 이슈마엘과 

에이헙(Ahab), 빌리버드와 클레거트, 바틀비(Bartleby)와 변호사 서술자가 이 

구도에 들어맞는 짝을 이룬다. 그러나 『피에르』에서는 이런 구도가 해체되어 

있고, 심도 있게 등장하는 남성 인물은 주인공 피에르가 유일하다. 물론 

사도들의 교회(The Church of Apostles)의 거주민들과 찰리 밀소프(Charlie 

Milthorpe)가 등장하지만, 이들의 남성성은 진지하게 서술되지 않고 단지 

피에르가 왜 그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피에르의 전복적 측면만 두드러지게 강조한 소위 퀴어 진영 

쪽 입장과 피에르의 제국적 남성성만 강조한 소유적 개인주의 관점은 모두 

피에르의 남성성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성질 중 어느 한 단면만 강조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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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피에르의 남성성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경향의 해석이 존재하는 까닭은 

달리 보면 피에르가 최초로 경험하는 가정인 새들 메도우즈를 탈출하고 억압한 

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최초에 피에르가 새들메도우즈를 

떠나면서 가정을 여성적 공간으로 젠더화하고 이때부터 그의 성인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발현됐다는 점에서 피에르의 퀴어한 정체성은 가부장적 욕망과 

분리될 수 없다. 부르주아 가족을 떠나는 모티프가 피에르의 전복성을 이루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화된 가정 탈출의 모티프는 기실 당대 

이상적인 남성성의 조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 피에르의 행보 및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꽤나 보편적 문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 북미 중산층 문화에 범람한 센티멘털 

소설들과 각종 조언문학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적 토양에서 ‘진정한’ 남성성의 서사는 여성혐오와 반-가정성(anti-

domesticity)에 기반한 반-성장 서사다. 따라서 피에르가 보이는 반-성장적 

면모만으로 그에게서 전복성을 찾을 수는 없다. 이상적 남성성의 신화로 

일컬어지는 ‘자수성가한 남성’(self-made man) 인물 내지는 고아 담론 역시 

아버지에 대한 독립과 함께 여성화된 가정에 대한 반발심에서 기원한다. 이들은 

훗날 결혼을 하여 가장이 되더라도, 전통적인 성장소설 담론과 다르게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 밖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남성성의 

획득을 추구한다.  

 이러한 반-가정성이 가정을 신성시한 센티멘털리즘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정을 신성시하는 문화적 담론은 남성성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가적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여 타자화할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가정을 떠나려는 남성들의 시도는 바로 그 투사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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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중산층 남성성이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면서 형성된다는 논의는 

키멜(Michael Kimmel)에 의해 잘 설명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미국 문화에 

만연한 가정성 예찬과 가정 탈출 신화의 공존은 백인 중산층 남성성 

형성이라는 공통된 기획을 위한 두 갈래 움직임이었다. ‘문제적’ 피에르의 

남성성은 미국 남성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딜레마의 맥락 아래 놓여있다. 당대의 

문화적 여건에 따르면, 미국 남성들은 평범한 이성애 관계에 바탕한 가장이 

되자니 여성화된 가정에 편입되어 자신의 남성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고,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정을 떠나자니 ‘퀴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피에르는 마지막 선택을 한 셈이고 따라서 그의 퀴어 정체성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다.  

 위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피에르가 분열된 양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피에르는 메리, 이자벨과 근친상간적 관계를 맺으며 정상적인 

성장의 궤도에서 이탈한다. 피에르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가부장 남성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주체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충동 사이에서 길항한다. 

피에르는 이러한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탈주체적인 충동마저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남성 주체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열은 봉합되지 않고 ‘성장’의 

여정 끝에서 피에르는 안정된 정체성을 얻기 대신 “애매함들”이 된다.  

Ⅰ장에서는 새들 메도우즈에서 성규범을 살펴본 뒤 어머니 메리와의 

근친상간에서 형성된 피에르의 모순된 남성성에 주목한다. 이성애 질서를 

비호하는 공간인 새들 메도우즈에서 남성은 의미를 생산의 주체지만 여성은 

남성적 의미가 투사되는 대상이며, 남녀관계에서 성애는 억압된다. 피에르는 

선조들과 같은 이상적인 가부장 남성 주체로 성장하기를 교육받는다. 그러나 

남근적 어머니(phallic mother) 메리는 피에르 대신 남성의 역할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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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는 여성화된 유아로 그려진다. 피에르는 메리와의 근친상간적 관계에서 

모종의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유아적 상태에 불안을 느낀다.  

Ⅱ장에서는 피에르가 메리와 맺고 있던 근친상간이 이자벨과의 

근친상간으로 대체되면서 피에르의 분열이 심화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메리는 

이분화된 젠더 역할 구도 안에서 피에르와 남녀 역할을 바꾸는 데 그쳤지만, 

이자벨은 남성과 여성, 주체와 대상,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의 이분화된 

경계를 허문다. 피에르는 이자벨에게 강렬한 충동을 느끼지만 기존의 안정된 

남성 주체 역시 유지하고자 한다. 피에르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이자벨을 전유하여 더욱 강력한 남성 주체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피에르가 글쓰기를 통해 기존의 남성 인물 유형보다 강력한 

절대적인 남성 주체가 되고자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피에르는 

이자벨의 의미를 재현하여 새로운 남성 주체 ‘피에르’의 의미를 쌓고자 

노력하지만 글쓰기는 실패하고 이자벨과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피에르는 자신을 

찾아온 옛 약혼녀 루시가 제공하는 센티멘털리즘 서사를 거부하지 않으며 

기존의 남성성으로 귀의하는 듯 하지만, 이내 이자벨을 향한 충동에 굴복하여 

탈주체적인 “애매함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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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새들 메도우즈의 성규범과 어머니의 교란 

 

글렌디닝 가문이 새들 메도우즈 영지를 설립하는 과정은 뉴잉글랜드 

정착기에서 독립전쟁에 이르는 미국 역사에 뿌리박고 있다. 인디언, 토리당, 

그리고 영국 정규군의 ‘침입’을 차례로 물리친 ‘아버지’들의 신화는 이들의 

육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령처럼 새들 메도우즈를 떠돌고 있다. 

“아버지들의 오래된 집”(old home of his fathers; 3)인 새들 메도우즈의 

물리적 풍광은 아버지들의 영웅담이 기입된 거대한 책이나 다름없다2 . 영지 

내 장소들은 그 자리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이름”(names; 

5)을 부여 받고, 이 지명들은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가문과 

관련된 기억/의미”(family associations; 5)를 불러일으키는 독자적인 활자로 

기능한다. 가령 새들 메도우즈라는 지명은 인디언과 싸우다 말에서 안장 채 

떨어진 글렌디닝 장군이 ‘풀밭’(meadows)에서 ‘안장’(saddle)에 걸터앉아 

부하들을 응원했던 일화에서 유래한다. 아버지의 신화를 가장 응축하고 

있는 단어는 글렌디닝 가문이 대를 거쳐 전수하는 이름, ‘피에르 

글렌디닝’이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미숙한 ‘아들’은 이미 성장을 마친 신화 속 

아버지의 모습을 모방함으로써 성숙한 남성으로 성장한다. 주인공 피에르 

는 “새들 메도우즈의 모든 기억/의미”(All the associations of Saddle 

Meadows; 6)를 읽어 내며 이상적인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모방하고자 한다. 

                                           
2 텍스트는 Herman Melville, Pierre, or The Ambiguities (New York: Penguin, 1996)에

서 인용하고 이후로 쪽수만 표기한다. 번역은 이용학의 역본을 참고하여 필자가 수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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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방 욕망은 피에르가 아버지들의 남근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는 “고귀한 조상들에 의해 그 긴 축이 일어선 명예의 

기둥 꼭대기를 덮는 것” (capping the fame-column, whose tall shaft had 

been erected by his noble sires; 8 인용자 강조)을 꿈꾼다. 피에르는 아버지를 

따라 이성애자, 신실한 종교인, 용맹한 무사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서술자는 피에르의 행위에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궁극적 동기들”(the 

absolute motives; 7)이 부재하고 “알아챌 수 없는 이동 과정”(insensible 

sliding process; 7)에 의해 피에르의 욕망이 생겨났다고 지적하며, 피에르가 

새들 메도우즈에서 추구하는 대상이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망을 기계적으로 옮겨 온 것이라고 암시한다. 즉, 

피에르의 성장은 자신만의 서사를 독자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원형적인 아버지의 신화를 베껴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서사의 지문을 따르는 피에르의 성장 과정은 마치 대본을 

읊으며 연극 속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도 같다. 관직을 맡게 된 사람이 

자리가 요구하는 업무를 이행해야 하듯, ‘피에르 글렌디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개인은 이름이 명령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피에르 

글렌디닝’은 변화무쌍하고 유형화할 수 없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기입한 연극 대본 속의 전형적인 ‘캐릭터’에 불과하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는 과정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통시적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미래를 살아갈 

아들이 과거의 아버지를 모방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현세에 나타나기 때문에, 새들 메도우즈는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현재로 수렴되는 공시적이고 평면적 세계다. 서술자는 “우리의 군주들, 

지주들은, 과거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리킨다”(our lor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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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ons, appeal not to the past, but they point to the present; 11)고 말한다. 

즉 아버지들은 재산을 “현재 소유주들”(present proprietors; 11)에게 

물려줌으로써 끊임없이 과거를 “현대화”(cotemporize; 11)하는 것이다. 새들 

메도우즈의 이와 같은 특수한 시간관은 글렌디닝가의 종(servitor)의 이름이 

“점잖고 태곳적부터의 데이츠”(the respectable and immemorial Dates; 

17)라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 날짜(Date)는 새들 메도우즈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사로잡혀 

끊임 없이 당장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즉, ‘피에르 글렌디닝’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구체적 인간이라기 

보다는 언어적으로 구성된 담론에 가깝다. ‘피에르 글렌디닝’이라는 캐릭터와 

그가 욕망하는 “명예의 기둥”은 변화를 동반하는 “시간의 이빨”(Time’s 

tooth; 11)이 억압된 몰역사적인(ahistorical) 시간성에서만 안정된 위치를 

획득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완성되지 못한 기둥”(uncompleted shaft; 8)인 

팔미라의 폐허를 상기시키고 “시간이 이것들을 초기에 으스러뜨렸다”(these 

Time crushed in the egg; 8)고 말하며 몰역사적인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피에르 글렌디닝’의 의미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서술자는 언어의 의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의한다. 이는 새들 

메도우즈에 기입된 언어의 의미가 배타적 경계 짓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신화를 서술하는 언어 체제 내에서 의미화되지 않는 

잉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바로 새들 메도우즈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인디언들의 목소리다. 이들의 역사는 새들 메도우즈의 언어 체계에서 

의미화되지 않고 “암호들”(cyphers; 6)로 억압되어 망각된다. 가문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는 증서 한 가운데에 의미화되지 못한 인디언들의 

침묵이 있다. 언어의 의미는 바로 이 침묵 ‘한 가운데’서 발생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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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디닝 가문의 의미 체계와 서사는 의미가 ‘텅 비어 있는’(vacant) 

인디언들의 침묵을 백색 도화지로 삼아 그 위에 텍스트를 기입한 

결과물이다. 글렌디닝 가문의 아버지들이 인식 주체로서 텍스트를 투사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비어 있는 침묵이 언제나 곁에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검은 

글씨가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도화지의 여백이 일정 부분 남아 있어야 한다. 

글자를 부각시키는 종이의 여백처럼 인디언들의 침묵은 아버지들의 언어가 

의미를 지니도록 그 곁에 언제나 드리워 있다. 텍스트의 의미가 무의미한 

침묵 한 가운데 투사된 결과로 발생한다는 이러한 긴장감이 『피에르』 

전반에 감돌고 있다. 작품을 지배하는 ‘이야기’와 ‘침묵’의 긴장감은 

여름날의 어느 아침을 묘사하는 작품 도입부에서 이미 암시된 바 있다 

 

꽃 한 송이 하늘거리지 않고, 나무들은 나부끼는 것을 잊고 있고, 풀은 

자라기를 멈춰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모든 삼라만상이 마치 

갑자기 그 자체의 심오한 신비를 의식하게 되어 침묵 외에는 달리 

거기서 피할 방도를 모르겠다는 듯, 이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평정 

속으로 깊이 가라앉는다. 

Not a flower stirs, the trees forget to wave, the grass itself seems to have 

ceased to grow; and all Nature, as if suddenly become conscious of her 

own profound mystery, and feeling no refuge from it but silence, sinks 

into this wonderful and indescribable repose. (3) 

 

낮 동안 자연물들은 “하늘거리”고 “나부끼”고 “자라”난다. 즉 쉴새 없이 

아버지들의 신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를 재생산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본질적인 신비는 아버지들이 관습적인 연극 대본을 기입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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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써 있지 않는 ‘텅 빈’ 무의미의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인식 주체가 

의식적으로 의미를 투사하기 이전의 상태다. 무의식적인 잠에서 막 깨어난 

자연물들은 신비로운 침묵으로 기꺼이 가라앉는다. 낮에는 새들 메도우즈의 

신화들을 열심히 읽고 베끼던 피에르도 “수면을 취하고 이슬처럼 

상쾌해지고 정화되어”(dewily refreshed and spiritualized by sleep) “이 침묵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홀린 듯이”(touched and bewitched by the loveliness of 

this silence; 3) 서 있게 된다. 

‘아버지들의 이야기’와 ‘침묵’ 사이의 역설적 공존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원래 살던 토지를 글렌디닝 가문에 빼앗긴 

인디언들의 슬픔과 죽음이 이야기되지 않고 잊혔듯이, 죽음의 본질은 

철저한 무의미다. 서구 문명인들이 기억하는 최초의 원형적인 죽음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자기 희생”이다. 남은 인류가 짊어지게 된 ‘원죄’는 이 기계적인 

맹목성이 환기하는 “선행의 완벽한 허무”(utter nothingness of good works; 

137)와 무의미일지도 모른다. 이를 견디지 못한 속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종교를 덧입히고 신을 권위적인 아버지로 형상화하여, 

즉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서사화함으로써 삶으로 탈바꿈한다. 

새들메도우즈의 성장 서사에서 전쟁터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가장 명예로운 

남성성과 등가 교환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즉 새들 메도우즈에서의 ‘삶’은 

무의미한 죽음을 억압하며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허구적인 연극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시를 통해 ‘현재’만 있는 새들 메도우즈의 몰역사적인 

시간관은 죽음을 억압하는데 일조한다. 아버지들의 신체는 죽어 사라지지만, 

신화의 형태로 현재의 기억에 머물러 있으며 이야기 차원에서 사실상 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죽음과 슬픔이 서사화됨으로써 연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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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현상은 새들 메도우즈의 귀족들이 가난한 농부 밀쏘프(Mr. 

Millthorpe)의 비참한 ‘가난’(poverty)을 ‘그림 같은’(picturesque) 

“청빈함”(povertiresque; 276 원문 이탤릭)으로 극화하는 데서 자명해진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사회화된 구성원들은 이 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지를 지배하는 글렌디닝 가문 사람들과 이들에게 

종속된 농노들 사이의 계급적 차이도 두드러지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의 

신화에서 부각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역할 분리다. 새들 

메도우즈의 연극 대본에서 남성과 여성은 비대칭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인공 피에르가 새들 메도우즈 평원을 바라보며 선조들의 전쟁 무용담을 

떠올릴 때, 여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들의 ‘전리품’(trophy)으로만 

잠시 등장한다. 새들 메도우즈 건립 역사에서 신화를 써내려가는 주체는 

남성들이며, 여성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는다. 언어와 서사의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은 자기 재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이 아닌 존재’라는 

기호로 표상될 뿐이다. 세지윅은 『남성들 사이에서』에서 유럽 소설들에 

나타난 남녀 간의 삼각 관계를 탐구하며 관습적인 삼각 관계에서 남성들 간의 

경쟁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남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삼각 관계에서는 오히려 경쟁자 관계인 두 남성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경쟁을 통해 여성을 전리품으로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 구도 내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며, 두 

남성을 경쟁의 장으로 이끌고 이들의 결속을 매개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기능할 뿐이다. 

주인공 피에르의 시대에 이르러 성별 역할은 가정 공간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분화된다. 선조들의 시대에 새들 메도우즈는 남성들끼리 

싸우고 연대할 수 있는 전쟁터이자 가정 공간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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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피에르의 시대에 가정은 “여성들의 세계”(woman-world; 34)가 

된다. 이제 남성들은 동성끼리 경쟁하고 연대하기 위해 가정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새들 메도우즈에는 독신 남성들을 교화하여 가정으로 

편입시키려는 가정 여성들과 이들의 여성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남성들의 갈등이 편재한다(34). 자기 재현의 공간과 수단을 지니지 못했던 

전쟁 시절의 여성들과 달리, 평화로운 시기의 여성은 자신들의 고유한 

공간을 지니게 된 듯 하다. 그러나 서술자는 타르탄 부인(Mrs. Tartan)의 

중매 행위를 풍자하면서도 “그러나 타르탄 부인과 같은 여인이 분명하거나 

유용한 일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을 때, 그녀는 타르탄 부인이 했던 것 

같은 터무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But when a lady like Mrs. Tartan has 

nothing positive and useful to do, then she will do just such preposterous 

things as Mrs. Tartan did; 28)고 덧붙이며, 새들 메도우즈에서 여성은 

여전히 제한된 위치와 역할을 점하고 있으며, 이 한계 속에서 여성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가정과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피에르의 시대에 여성이 가정 공간에서 여성의 

고유한 서사를 온전히 자유롭게 써내려 갈 수 있다는 평가는 여성들의 

제한된 활동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새들 메도우즈의 대본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이 아님’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들 

사이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교역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새들 메도우즈의 

독신 남성들의 시선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곳에, 모든 아시아와 

상점들이 있다”([w]here a beautiful woman is, there is all Asia and her Bazars; 

34)라고 말하는 서술자의 진술이 이를 방증한다. 

새들 메도우즈의 젊은 남녀인 피에르, 글렌, 루시는 위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술자는 피에르와 글렌이 이성애자 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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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회고한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남성은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적인 주체가 된다. 남성이 남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동성애적 관계는 남성을 성적 대상, 즉 여성의 

위치에 놓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우정에서 성적인 욕망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 체계에 아직 

완벽하게 진입하지 않은 사춘기 초기의 글렌과 피에르가 맺었던 관계에서는 

성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억압되지 않았다. 이들이 어린 시절 나눈 

“소년들의 사랑”(boy-love; 216)은 새들 메도우즈의 대본에 기입되지 않는 

“자연스러[운]”(spontaneities; 218) 욕망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소년들의 

사랑과 우정의 서신”(the love-friendship missive of boys)은 체계화되고 

연극적인 새들 메도우즈의 관습적 글쓰기와 다르다. 이들의 글쓰기는 

“종잡을 수 없는 감상들로 엮였고 가득 차 있고”(cross-written and 

crammed with discursive sentimentalities) “검은 잉크로 쓴 다음 다시 빨간 

잉크로 구석구석까지 엇갈리게 쓰여”(inscribed crosswise throughout with 

red ink upon black; 217)있다. 이들의 산만하고 비체계적인 글쓰기는 새들 

메도우즈의 규율화된 언어로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들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다는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새들 메도우즈에서 소년이 성인으로 성숙하는 과정은 규정 

불가능하고 비규범적인 성정체성을 버리고 이성애자로 사회화되는 여정이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꽃을 밀어내듯이 많은 

경우에 언젠가 싹트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 서툰 사랑 같은 

소년들의 우정을 사그라지게 한다. 단순한 외면적인 우정은 크건 

작건 어느 정도 남을지 모르나, 그 안에 담긴 남다른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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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듯이 사라져버린다. 

But as the advancing fruit itself extrudes the beautiful blossom, so 

in many cases, does the eventual love for the other sex forever 

dismiss the preliminary love-friendship of boys. The mere outer 

friendship may in some degree—greater or less-survive; but the 

singular love in it has perishingly dropped away. (217) 

 

피에르와 글렌은 아버지가 남긴 대본을 모방하는 전형적인 ‘캐릭터’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충동을 상실한다. 이들은 어느덧 루시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남성 주체가 된다. 피에르와 글렌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나누는 서신의 성격도 변질된다. “진지함이 덜하고 이제는 유럽화한 

글렌”(the less earnest and now Europeanized Glen)은 피에르에게 상냥하지만 

“반쯤 업무적인 편지”(half-business letter)를 쓴다(219). 아버지들의 언어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 피에르와 글렌의 글쓰기와 남성성은 인디언들의 

역사가 의미화되지 못했던 것처럼 침묵의 영역으로 빠져든다. 

이성애자가 된 피에르는 글렌에게 품었던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을 

상실하고 루시에게는 성적 욕망을 느끼지 못한다. 새들메도우즈가 상징하는 

19세기 미국 가정의 남녀 관계에서 재생산이 목적이 아닌 성애는 

제거되어야 할 잉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당대 미국 가정에서 남성이 

‘정상적인’ 가장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일반화하여 설명한 로툰도(E. 

Anthony Rotundo)에 따르면, 남녀의 세계가 엄격하게 나뉘던 당대에 남매 

관계는 가정 내에서 이성을 경험하는 최초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 가정 밖 

이성 관계의 모범적인 원형으로 기능했다(93). 즉, 새들메도우즈가 제공하는 

남녀 관계는 진짜 오누이 관계, 혹은 오누이 관계처럼 성적인 함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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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연인 관계뿐이다. 작품에서 “아내의 달콤함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이 

누이에게 이미 놓여 있기 때문이다”(For much that goes to make up the 

deliciousness of a wife, already lies in the sister; 7)는 피에르의 생각이 이를 

잘 보여준다. 피에르와 루시의 관계도 서로 성적 욕망을 느끼지 않는 

오누이처럼 그려진다. 피에르는 루시에게 “우리에게 사랑은 불경한 

것이오”(“in us love is profane”; 4)라고 말하며, “한 번의 남편의 포옹이 

그녀의 비현실적인 구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one husbandly 

embrace would break her airy zone; 58)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루시에게 

구혼하는 자기 자신을 “페르세포네를 훔치는 플루토”(Pluto stealing 

Proserpine; 59)에 비유하며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피에르는 루시와의 관계에서 기사도적 남성성을 연극적으로 수행하며, 

식민지 정착기와 독립전쟁 시기에 그의 선조들이 적들로부터 가족을 

지켜냈던 영웅담을 재연한다. 피에르가 루시에게 행하는 기사도적 언행은 

루시와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남성상을 루시를 

대상으로 삼아 수행하기 위함이다. 루시는 피에르의 남성 주체를 비춰주는 

대상이다. 이는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강조된다. 피에르와 

루시의 사랑을 예찬하던 서술자는 눈을 바라보는 행위가 상대 육신의 표면 

아래 있는 영혼의 비밀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콘웰 지방의 어떤 광부도 사랑이 눈의 부유물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것처럼 깊게 바다 아래의 수갱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사랑은 바닥에 있는 진주들을 보고 눈이 부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천 만 길 밑을 본다 (…)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연인들은 세상의 

궁극적인 비밀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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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rnwall miner ever sunk so deep a shaft beneath the sea, as 

Love will sink beneath the floatings of the eyes. Love sees ten million 

fathoms down, till dazzled by the floor of pearls . . . looking in each 

other’s eyes, lovers see the ultimate secret of the worlds. (34) 

 

반투명한 눈은 육신의 경계를 넘어 상대방의 영혼까지 비춰줄 뿐 아니라, 

“삶의 비밀들”(the mysteries of life)까지 품고 있다. 그러나 피에르가 루시의 

눈 밑에서 발견한 “삶의 비밀들”은 루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피에르 

자신의 것이다. 서술자가 “그[피에르]는 시실리아의 잠수부처럼 아드리아 해 

같은 그녀의 눈으로 깊이 잠수해 내려갔고, 기쁨이 담겨 있는 왕의 잔을 

꺼내 올렸다”(like a Sicilian diver he dives deep down in the Adriatic of her 

eyes, and brings up some king’s cup of joy; 35)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기쁨이 

담겨 있는 왕의 잔”은 피에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징한다. 바라보는 

행위는 상대방을 나와 분리된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맺힌 

나의 상을 돌려받는 것이다. 피에르는 루시의 얼굴에서 읽히는 의미를 

자신의 남성 주체의 근간으로 삼는다. 루시의 얼굴은 숨기는 것이 없고 

쉽게 읽히는 투명한 텍스트다. 루시는 자신이 어떻게 낯선 소년에게 딸기 

바구니를 사게 되었는지 피에르와 메어리에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모두 

털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다(57).  

루시의 얼굴은 피에르가 자신의 얼굴을 비쳐보는 거울이다. 즉, 

피에르가 루시의 얼굴에서 읽어낸 텍스트는 바로 피에르의 자신의 텍스트며, 

만일 그가 루시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한다면 ‘피에르 

글렌디닝’의 의미 역시 상실하게 된다. 피에르는 이따금 이러한 무의미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루시의 부탁으로 서류가방을 가지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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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방에 들어간 피에르는 “문지방”(threshold; 39)을 건너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인 “가장 비밀스러운 내밀한 사당”(most secret inner shrine; 39)를 

침범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제, 빈 방의 마법 같은 정적을 가로지르며, 그는 눈처럼 하얀 

침대가 화장대 거울에 비치는 걸 흘깃 보았다 (…) 아주 잠깐 

동안, 그는 그 짧은 시선에서 두 개의 다른 침대를 본 것만 

같았다—진짜 침대와 거울에 비친 상 (…) 그의 눈은 (…) 베개 

옆에 있는 눈처럼 하얀 두루마리에 고정됐다 (…) 다시 그의 

시선은 가느다랗고, 눈처럼 하얀, 주름 장식의 두루마리에 

고정됐다. 그리고 그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 

전율하는 그 어떤 학자도 피에르가 그 눈처럼 하얗고 주름진 것의 

신성한 비밀들을 펼쳐 보기를 원했던 것만큼 그 신비한 양피지를 

펼쳐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Now, crossing the magic silence of the empty chamber, he caught 

the snow-white bed reflected in the toilet-glass . . . For one swift 

instant, he seemed to see in that one glance the two separate beds—

the real one and the reflected one . . . his eye . . . fastened on a 

snow-white roll that lay beside the pillow . . . Then again his glance 

fixed itself upon the slender, snow-white, ruffled roll, and he stood 

as one enchanted . . . Never trembling scholar longed more to unroll 

the mystic vellum, than Pierre longed to unroll the sacred secrets of 

that snow-white, ruffled thing.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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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의 방은 새들메도우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의 전부였던 

것과 반대로, 거울 이미지처럼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는 공간이다. 그는 그 

커튼 자락을 올리고 ‘엿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결국 피에르는 루시에게 

자신이 루시 몰래 그 두루마리 서류를 펼쳐보고 싶었음을 실토한다. 루시는 

“열어봐요! (…) 내가 그대에게서 무슨 비밀을 감추겠어요? 나를 읽고 또 

읽어요. 나는 온전히 당신 것이에요”(Open it! . . . what secret thing keep I 

from thee? Read me through and through. I am entirely thine; 40)라고 말하며 

두루마리 서류를 활짝 열어 불안해하는 피에르에게 읽히고 의미를 

반사해준다.  

하지만 피에르가 루시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기사도적 남성성은 

원형적인 아버지들의 신화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다. 피에르의 선조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남성 동료들과 연대하고 경쟁하며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였다. 피에르는 루시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상적인 

남성성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여성들 틈에서 

‘여성화’되고 있다. “강력하고 번족한 가문이 점차 여성 쪽 가계로 

흘러들었”(A powerful and populous family had by degrees run off into the 

female branches; 7-8)고 피에르는 “글렌디닝 가문의 현존하는 유일한 

남자”(the only surnamed male Glendinning extant; 7)인 것이다. 사춘기 시절 

경쟁과 동일시의 대상이었던 글렌마저 피에르에게 루시를 빼앗기자 

유럽으로 떠난다. 피에르가 이성애 가부장 성장 서사를 최초로 교육받는 

공간은 가정인데, 이 가정이 피에르의 세대에는 여성들의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에르는 가정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 할수록 가정을 

떠나야 하는 모순을 겪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화는 가정 탈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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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 메도우즈에서 피에르 대신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은 

피에르의 어머니 메리다. 메리는 집안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부재하는 피에르의 아버지 대신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이 남성 

주체의 자리에 앉고 반대로 피에르를 여성 객체의 자리에 놓는다. 메리가 

남근을 상징하는 “노장군의 지휘봉”(the old General’s baton; 20)을 휘두르는 

장면은 그녀가 평범한 여성과 다르게 남근의 소유자라는 것을 암시한다. 

메리는 “이것이 그의 유산이다, 이 지휘의 상징이! 이걸 생각하니 내가 

부풀어 오르는구나”(This is his inheritance—this symbol of command! And I 

swell out to think it; 20 인용자 강조)고 외친다. 여성의 고유한 자기 재현 

수단이 부재한 사회적 틀에서 메리는 남성을 가정의 틀 안으로 길들여 

여성화함으로써 지배력을 행사한다. 메리의 이러한 전복적 특성으로 인해 

서술자는 메리를 사악한 인물로 그리면서도 타르탄 부인처럼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영웅적 특성을 지닌 인물로 그린다.  

과거 메리는 결혼 전 정체 모를 프랑스 여인과 혼외 자식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피에르의 아버지를 가정의 영역으로 길들였다. 이제 

그녀는 피에르가 가정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피에르는 

도시의 세련된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종종 집밖으로 외출하지만 도시에서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으며 대학에도 가지 않는 등 어머니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메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은 

피에르의 방 옆에 붙어 있는 사실(私室)이 유일했다. 피에르는 이곳에 젊은 

시절 아버지의 초상화를 메리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피에르는 어머니가 

독신남 아버지의 초상화를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초상화에서 본능적으로 

신성한 이끌림을 느낀다. “그것[초상화] 앞에서 피에르는 여러 번 넋을 잃고 

서 있었[고]”(before which Pierre had many a time trancedly stood)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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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초상화의 영혼이 자기 영혼에게 “쌍둥이 형제여”(Twin-brother)라고 

말을 건다고 느낀다(71). 피에르가 사실에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홀린 듯 

감상하는 시간은 새들 메도우즈에서 그가 유일하게 어머니와 분리되어 

독신남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어느날 “그[피에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사실에 들어갔던 것을 알게 되었다”(he knew of his mother’s 

having entered his closet; 81). 새들 메도우즈에서 피에르의 사적 내면은 

모두 표면화되어 메리에게 읽힌다. 

부재하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남근을 소유하게 되면서, 피에르는 

‘정상적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피에르가 

이상적인 아버지들의 신화를 모방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아들은 남근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남성을 모방하며 남성으로 성장한다. 피에르는 이들의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으며 영웅적인 남성이 되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메리가 남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동일시를 하며 “유순한”(docile; 20) 소년으로 남는다. 따라서 

피에르의 남성성은 이상적인 아버지들에 대한 동일시와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그는 “굉장히 강인한 체력과 근육”(the 

great fullness of brawn and muscle; 17)을 지닌 힘센 영웅처럼 그려지다가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어머니에게 “우유”(milk; 19)를 달라고 외치는 “나약한 

남자애”(a milk-sop; 19)으로 변한다. 피에르의 분열된 남성성이 지니는 

이와 같은 모순을 메리 역시 알고 있다. 

 

“분명히 대단히 이상한 모순이 여기 있어! 싹싹한 유순함이 

장군의 식별 표지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지휘봉이 실패에 

불과하단 말인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있어. 자기 종족의 불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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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자 지휘관이면서 집안의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이마를 

찌푸리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지금 나는 그 애가 

나에게 싹싹하고 유순하지 않기를 바란다.”  

“Here sure is a most strange inconsistency! For is sweet docility a 

general’s badge? And is sweet docility a general’s badge? And is this 

baton but a distaff then?—Here’s something widely wrong. Now I 

almost wish him otherwise than sweet and docile to me, seeing that 

it must be hard for man to be an uncompromising hero and a 

commander among his race, and yet never ruffle any domestic 

brow.” (20) 

 

메리는 피에르의 남성성이 여성화된 ‘유순함’과 남성적인 ‘영웅다움’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 피에르의 분열된 남성성은 

메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순이기도 하다. 메리는 남성 중심적인 젠더 

지형에서 권력을 지향할 만큼 전복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여성이지만, 

이 에너지는 체제를 해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즉, 메리의 전복성은 

남성 주체와 여성 객체라는 비대칭적 이원 구조는 유지한 채 남녀의 역할을 

바꾸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피에르가 가정 공간에서 

‘여성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여성 인물로 재현되었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들 메도우즈에 기입된 아버지의 대본에서 

여성은 ‘남성 아님’을 가리키는 기호일 뿐이며 ‘여성’을 독자적으로 

재현하는 의미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화’된 피에르가 성인 남성에 

미치지 못한 ‘아기’로 그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여성을 욕망의 객체로 삼는 새들 메도우즈의 가부장적인 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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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권력 욕망 사이에서 분열하는 메리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다시 한 번 ‘연극’이다. 

 

“제발 그 애가 성공할 가망이 없는 어떤 어두운 행동의 주인공, 

즉 사람을 야만인으로 만드는, 어둡고 성공할 가망이 없는 행동의 

주인공 역할에 부름 받지 않고, 순조로운 운명의 평온한 길에서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길 하늘에 기원합니다. 오 하느님, 그 애에게 

조심스러운 강풍을 주십시오! 확고한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애가 내게 여전히 아주 싹싹한 아들 그대로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만한 영웅이 되게 하소서!” 

“Pray heaven he show his heroicness in some smooth way of 

favoring fortune, not be called out to be a hero of some dark hope 

forlorn—of some dark hope forlorn, whose cruelness makes a 

savage of a man. Give him, O God, regardful gales! Fan him with 

unwavering prosperities! So shall he remain all docility to me, and 

yet prove a haughty hero to the world!” (20) 

 

결국 메리는 새들 메도우즈의 폭력적인 체제를 수호하는 연극을 

지속하며 타자화된 침묵과 죽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데 가담한다. 사실 

체제 내에서 남성의 위치를 차지하는 메리의 권력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성을 객체로 대상화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개인의 일시적인 

자유가 영구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실제로 메리는 부재한 남편 대신 

맡고 있던 재산을 피에르가 결혼했을 때 ‘돌려줄’ 계획을 짜고 있었다(57). 

피에르가 이자벨과 결혼하여 새들 메도우즈의 세습 재산을 포기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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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는 새들 메도우즈를 독점하지 못하고 글렌에게 넘겨준다(285). 결국 

메리는 독자적인 권력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을 자신의 지배력 하에 두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권력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메리가 피에르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은 피에르가 루시의 거울 같은 얼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던 과정을 

반복한다. 모자간의 완벽한 동일시 속에서 메리는 피에르의 얼굴에 

“이상하게 반대의 성(性)으로 옮겨진 그녀 자신의 우아함”(her own graces 

strangely translated in to opposite sex; 5)을 비춰본다. 메리는 피에르를 

“자기 자신”(one’s own self; 131)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루시가 

피에르에게 언제든 기꺼이 읽히는 투명한 텍스트였던 것처럼, 피에르 역시 

메리에게 샅샅이 읽힌다. 이들은 서로가 “완벽한 신용”(perfect confidence; 

5)을 나누고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메리가 “신용”이라는 덕목을 핑계로 

피에르를 전부 읽어내는 반면, 피에르는 메리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투명한 루시와 달리 메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인물이다. 메리는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 아들 앞에서도 

늘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단순한 

겉모습이 [다른 이의] 마음에 미치는 (…)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how 

immense was that influence which . . . the merest appearances make upon the 

mind; 15)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사소한 것까지 

그대로 내보이는 루시의 솔직함을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풋내기에 불과하다고 비웃는다(59-60). 메리는 위선을 통해 “내면에서 

비춰지는”(internally illuminated) 정열적인 불꽃을 “정교한 [표면인] 대리석 

자체의 덕목에 의해 빛이 나는 것”(to shine by the very virtue of the exquisite 

marble itself)처럼 감추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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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정열적인 불꽃은 새들 메도우즈의 

이성애 질서가 억압하고 있는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다. 앞서 피에르와 

글렌이 이성애자로 사회화되면서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을 

상실하고 불감증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그러나 피에르와 메리는 결혼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남녀 관계를 맺으며 성적 만족감을 얻는다. 어머니와 

아들은 “평범한 사랑에는 너무나 숙명적인 바로 그 절정에 의해 지속 

기간이 제한되지 않은 채”(not to be limited in duration by that climax which 

is so fatal to ordinary love) “동일한 환희의 궤도에서”(in one orbit of joy) 

“순수하고 손상되지 않는 기쁨”(pure and unimpairable delight)을 누리고 

있다(16). 이들의 근친상간적 결합 관계는 “[평범한] 결혼 생활의 낮과 

밤이라는 환멸의 잔”(disenchanting glasses of the matrimonial days and 

nights; 16)을 거부한다. 새들 메도우즈에서는 규범적인 연인 관계에서는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없고, 근친상간처럼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관계에서만 

성적 충동을 발현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 

메리와 피에르의 관계는 새들 메도우즈의 체제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구도 안에서 역할만 잠시 바꾼 

일시적인 저항이기에, 이들은 십대를 벗어난 피에르가 언젠가는 결혼하여 

가정을 일궈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체제 내에서 메리가 선택한 

타협책은 피에르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을 여성과 피에르를 맺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메리는 겉과 속이 일치해서 통제하기 쉬운 루시를 피에르의 

약혼녀로 인정한다. 메리는 “저 애의 귀여운 아내가 될 그 아이는 저 애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 역시 유순하니까”(his little wife, 

that is to be, will not estrange him from me, for she too is docile; 20)라고 

중얼거린다. 루시는 전형적인 ‘가정의 천사’다. 이번에도 메리는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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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우즈의 체제를 유지시키되 구조의 요소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당대 

여성에게 거부되었던 욕망을 추구한다. 

피에르는 루시를 연모한다고 말하고 메리에게 결혼식 날짜를 앞당겨 

달라고 조르면서도, 동시에 루시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사실 피에르가 루시와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완전히 

피에르의 자의라기보다 루시의 두 오빠들과 재회하면서 어느 정도 상황에 

떠밀린 측면이 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가 결혼할 약혼녀의 짐을 “양 팔 

밑에 짐 더미”(a hillock of bundles under either arm; 23)를 들고 가는 것을 

장면을 지켜봤던 기억을 상기하며, 루시에게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다른 여인들 앞에서 어떠한 짐도 옮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23).  

루시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피에르가 느끼는 거부감은 다양하게 

해석된다. 우선, 루시가 메리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에르가 

루시의 남편이 된다면 새들 메도우즈의 “평범한 사랑”에 진입하여 모자간의 

근친상간에서 느꼈던 성적 욕망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에르가 

루시와의 결혼을 꺼려하는 모습은 어머니와의 유아기적 동일시상태를 

은밀하게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읽힌다. 또한, 메리가 루시를 통해 

피에르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배 하에 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에 

대한 피에르의 거부감은 어머니의 여성적 지배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에르가 메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도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피에르는 어머니를 벗어남으로써 남성의 역할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머니에 의해 이상적인 아버지들의 신화를 

읽으며 자라난 피에르는 자신이 선조들만큼 충분히 남성답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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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되어 있다는 불만감을 문득문득 느끼곤 한다. 이 경우 피에르가 

메리를 떠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체계를 온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통해 새들 메도우즈의 억압적 성규범을 

탈피한 성적 만족을 경험한 피에르가 어머니가 미처 완전히 거부하지 못한 

새들 메도우즈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새들 메도우즈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신화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아직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메리와의 근친상간적 관계에서 

피에르의 남성성은 새들 메도우즈의 경직된 성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과 체제 내에서 강력한 남성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피에르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유는 애매하다. 피에르의 남성성의 분열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이 

이자벨과의 근친상간으로 대체되면서 그 균열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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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별이원제의 해체와 피에르의 분열 

 

일반적인 성장 서사에서 남자 아이는 유년기 시절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극복하고 어머니와 가정을 떠나 남성들의 세계에 진입하며 성인 

남성으로 성장한다. 남성들은 서로 동일시와 경쟁을 거듭하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을 경쟁의 전리품으로 삼는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피에르는 

어머니 메리와 근친상간적 관계를 맺으며 일반적인 성장 서사에서 비켜나 

있다. 메리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신화를 교육하는 한편 자신이 남성의 

역할을 하며 피에르가 유아기적인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남근적 어머니이다. 피에르와 메리의 근친상간적 동일시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메리이며 피에르는 수동적인 여성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의 근친상간 관계는 관습적인 성장 서사에 교란을 일으키지만 젠더 

이분법에 기반한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피에르는 메리에게 충실하지만, 사실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려는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분리 욕망이 관습적인 성장 서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지는 모호하게 남아 있다.  

위태롭게 유지되어 오던 모자간의 완벽한 동일시 상태는 자신이 

피에르의 이복누이라고 주장하는 이자벨이 등장하면서 와해되기 시작한다. 

피에르는 무의식적인 성적 충동에 의해 이자벨에게 이끌린다. 메리와의 

근친상간은 이자벨과의 근친상간으로 대체된다. 피에르가 이자벨에게 끌릴수록 

어머니와의 분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자벨이 보낸 편지를 읽기 전 피에르는 

“그대는 그대 자신을 얽어맬 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 다른 것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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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날지도 모른다”(thou may’st entangle thyself, yet may’st thou thereby 

disentangle others; 63)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는 동네 바느질 모임에서 

이자벨을 우연히 마주친 순간부터 이자벨의 얼굴을 보고 느낀 강렬한 

감정을 메리에게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피에르는 이자벨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이자벨의 비밀을 메리에게 밝히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피에르는 메리에게 이전처럼 속마음을 샅샅이 읽히지 않는다. 피에르는 

이자벨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 성인 남성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피에르는 자신을 찾아온 이자벨을 내치지 않는 것이 

더욱 “남자다운 일”(the manlier part; 63)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한다.  

그러나 메리와의 근친상간적 관계에서 피에르가 일반적인 성장 서사를 

따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에르는 이자벨과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성장 서사로부터 일탈한다. 이자벨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피에르의 남성성은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더 큰 

자유를 향한 충동과 어린 시절부터 주입받은 가부장 남성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자벨이 어떻게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를 허무는 인물인지, 이자벨에게 이끌리는 피에르의 남성성이 어떻게 

자유와 불안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피에르가 이 분열을 

어떻게 더욱 강력한 가부장 남성성으로 미봉(makeshift)하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까지의 그의[피에르의] 삶이 적힌 빛나는 두루마리”(the 

illuminated scroll of his life)는 이상적인 아버지들이 부여한 법칙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완벽한 “텍스트”(the text)였다(7). 이 완벽한 원고에서 

누락된 단 하나의 “틈”(hiatus; 7)은 새들메도우즈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 

지워진 이자벨이다. “가시적인 시간과 공간의 모든 표층 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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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벨의] 신비로운 얼굴”(countenance of mystery, underlying all the surfaces 

of visible time and space; 52)은 법랑 칠을 한 것처럼 표면화된 새들메도우즈의 

몰역사적인 시공간에 균열을 낸다. 이자벨은 “침묵으로 둘러싸여”(steeped in 

silence; 112) 있다. 즉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억압되었던 

이자벨의 귀환은 새들 메도우즈에 촘촘하게 기입되어 있던 아버지의 신화의 

그물망 밑에 깔려 있던 여백이 전경화되는 것이다.  

이자벨은 성장 과정에서 새들 메도우즈의 의미 체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새들 메도우즈의 모든 환경들은 아버지들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이자벨은 자신이 최초로 기억하고 있는 집에 

대해 “그 집 안에는 어떤 이름도, 어떤 낙서나 문서도, 어떤 책도 없었고, 전에 

그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언급하는 기념물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은 죽은 

듯이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No name; no scrawled or written thing; no book, 

was in the house; no one memorial speaking of its former occupants. It was dumb 

as death; 115)라고 말한다. 아버지들의 신화로 가득 찬 새들 메도우즈와 달리 

이자벨의 집은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텅 빈 침묵의 공간이다. 또한 

이자벨은 자신을 길러주던 사람들과 언어적으로 교류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은 내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They seldom spoke to me; 

115)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어 외롭게 자라난 이자벨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 

언어의 관습적인 의미망에 진입하지 못한 이자벨은 대신 자신의 

“인상”(impression; 120)과 “감각”(feeling; 123)에 기반하여 단어에 임의로 

의미를 부여한다. 과거 피에르는 ‘아버지’를 회상하며 새들메도우즈를 지탱하고 

있는 상징적인 질서와 부권적 신화들을 떠올렸지만, 이자벨은 “아버지”(Father; 

124)라는 단어를 개인적인 감각적인 경험에 비추어 “친절함과 키스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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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the word of kindness and of kisses; 124)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자벨의 

언어 처리 방식은 언어의 “징표”(token; 119)나 “단어”(word; 121)가 고정된 

기의를 가리킨다는 새들메도우즈의 의미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피에르가 

아버지의 서사를 내면화하면서, 즉 모방하면서 자의식을 지닌 개인으로 

사회화되었다면, 이자벨은 개인적인 감각을 인식하는 순간 자의식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이자벨의 세계에서는 새들 메도우즈에서와 달리 주체와 타자의 

구별이 흐려진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남성 주체는 여성 객체와의 구별 

짓기를 통해 형성되었다. 피에르는 루시의 투명한 얼굴을 읽고 의미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 의미는 사실 피에르가 루시의 얼굴에 투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상의 의미를 읽는 것은 주체의 의미를 쌓는 행위이며, 대상과의 

구별 없이는 주체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새들 메도우즈에서 불가해한 

타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체는 끊임 없이 대상을 꿰뚫는 시선의 주인이다. 

그러나 이자벨이 “돌들, 나무들, 고양이들과 다른”(different from stones, trees, 

cats) 자의식을 갖고 자신의 “인간성”(humanness)을 자각하게 된 계기는 

시선의 주체가 됨으로써가 아니라 갓난 아기의 응시를 받은 후였다(122). 

이자벨은 타자화를 통해 주체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 즉 이자벨의 세계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분리가 

없다.  

 

항상 나의 내면에서는 가장 단단한 것들도 꿈들로 녹아내리고, 

그리고 꿈들은 단단한 것들로 녹아 내린답니다. (…) 이를테면, 

심지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것은 그대의 뚜렷한 형상을, 나의 

형제여, 신비로운 엷은 안개 같은 것들로 감싸고 있고, 그리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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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얼굴, 세 번째 얼굴, 또 네 번째 얼굴이 그대 자신 안에서부터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3 

Always in me, the solidest things melt into dreams, and dreams into 

solidities (…) This it is, that even now—this moment—surrounds thy 

visible form, my brother, with a mysterious mistiness, so that a second 

face, and a third face, and a fourth face peep at me from within thy 

own. (117-18) 

 

이자벨이 상대의 얼굴을 꿰뚫어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상대의 

얼굴은 여러 개로 분열되며 확고한 의미를 내어주지 않는다. 누군가의 

얼굴은 언제까지나 ‘내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것이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시선의 주체에게 상대의 시선과 얼굴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자벨에게 타인의 얼굴이 보내는 시선은 위협적이다. 

이자벨의 신비와 혼란스러움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즉 소유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자벨은 시선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시선의 대상이 되는 폭력에 

시달린다. 그래서 자신을 상냥하게 바라봐 줄 시선을 찾아 피에르를 찾아온 

듯하다. 그러나 이자벨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피에르의 손에 의해 

안정된 개인으로 주조되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끊임 없는 주체/대상의 

                                           
3  관습적인 젠더 역할에 갇히지 않는 인무인 이자벨의 대사를 ‘관습적으로 여성적인’ 존

칭어로 번역해야 할지, 혹은 명령투로 번역해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필

자는 스스로가 어린 아이처럼 느껴진다는 이자벨의 말(148)과, “그녀의 얼굴의 꾸밈없

는 어린애다움”(artless infantileness of her face, 140)을 묘사하는 피에르의 서술, 또 이

자벨이 피에르의 판단과 결정에 순순히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이자벨의 일부 대사는 

존칭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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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과, 이 구분을 지탱하는 시선의 폭력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인지, 

그녀는 처음 아이의 눈을 보고 자의식을 가지게 된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를 그리워한다. 

 

나는 평화를 빌어요—움직임이 없는 상대를 위해—나 자신에 대한 

느낌을 위해, 마치 삶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흡수하고 

개인주의적인 감각 없이도 존재하는 어떤 식물이 그러는 것처럼요. 

나는 개인이 되는 것에 완벽한 평화가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내 자신이 모든 것들에 스며들어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령에게 들이 마셔지길 바랍니다.  

I pray for peace—for motionlessness-for the feeling of myself, as of 

some plant, absorbing life without seeking it, and existing without 

individual sensation. I feel that there can be no perfect peace in 

individualness. Therefore I hope one day to feel myself drank up 

into the pervading spirit animating all things. (119) 

 

이자벨은 우주의 입자들이 ‘존재’의 형태로 모이기 이전으로 다시 흩어져, 

‘존재’를 둘러쌌던 허공에 흡수되는, 탄생과 생성 이전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는 탄생 이전의 죽음의 상태이며 의미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완벽한 

무의미의 세계다. 이자벨의 얼굴에 서려있는 “그 천사처럼 어린애 같은 

모습”(that angelic childlikeness)은 피에르처럼 사회화되지 못했음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안”(the other world)의 것이다(141). 이자벨의 얼굴은 

새들 메도우즈의 의미 체계가 억압한 무의미한 죽음의 민낯이 귀환한 것이다. 

아버지의 언어는 주체와 대상의 구별 짓기에 근거해 남성과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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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했다. 새들 메도우즈에서는 남성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성은 남성 아님 

혹은 주체 아님을 표상하는 기호에 불과하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여성은 

루시처럼 ‘남성다움’을 결여하고 있거나, 혹은 메리처럼 “힘과 

남성다움”(strength and masculineness)을 지니고 있어 남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180) 여성으로 구분될 뿐이다. 메리가 피에르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까닭은 그녀가 남근을 지닌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여성 

고유의 독자적인 언어와 의미 체계가 부재한 것이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와해된 이자벨의 언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 해체된다. 

이자벨은 “나는 여자라고, 그리고 그대는 남자라고 불리지만, 피에르, 여기에 

대해서는 남자랄 것도 여자랄 것도 없어요 (…) 우리의 순결함에는 성별이 

없어요”(I am called woman, and thou, man, Pierre; There is no sex in our 

immaculateness; 149)고 말한다. 이자벨은 자신의 언어의 연장 선상에 있는 

기타 연주가 “나[이자벨]의 어머니의 영혼”(my mother’s spirit; 149)의 

목소리라고 말한다. 새들 메도우즈가 아버지의 언어로 직조된 세계라면, 

이자벨의 연주는 남성적인 문자가 누락시킨 ‘여성적 언어’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메리가 아버지의 성장 서사를 교란하되 거시적인 체제는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자벨은 새들 메도우즈에서 남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인위적인 구조물임을 폭로하고 해체한다. 이자벨은 

고정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모습을 자유롭게 

수행하며 성 정체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보인다. 

그녀는 때로는 연약한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음 순간에는 피에르에게 

“아주 고압적인 어조로”(so imperious a tone) 자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하라”(be silent)라고 명령하는 “어둡고 제왕 같은 존재”(dark, regal being)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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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벨의 언어는 아버지의 언어로 구성된 ‘피에르 글렌디닝’의 의미를 

해체한다. 처음 이자벨을 만난 피에르는 “그러니 누이에게 피에르가 무엇이고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건지를 말해줄게요”(Let me then rehearse to thee what Pierre is; what life hitherto 

he hath been leading; and what hereafter he shall lead; 114)라고 말한다. 

피에르는 그동안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 바깥에 있던 존재 이자벨에게 ‘피에르 

글렌디닝’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신화를 읽어 줌으로써 

이자벨에게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를 교육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벨은 

“아니, 피에르,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은 먼저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어요. (…)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게 힘을 줄 거예요”(Nay, Pierre, that 

is my office; thou art first entitled to my tale . . . The invisible things will give me 

strength; 114)라며 피에르의 발화를 차단한다. 피에르는 이자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법에 걸린 듯한 기분을 느끼고 수동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마침내 

이자벨의 발화 행위가 기타 연주로 절정에 이르자 그는 급기야 ‘피에르 

글렌디닝’의 의미를 잊게 된다. “나[피에르]는 그대[이자벨]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서 (…)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줘야 했던 것들을 지금은 말해주고 

싶어도 생각해낼 수가 없게”(I am so distraught with thee, that the particular 

things I had to tell to thee . . . these things I can not now recall; 127)된 것이다. 

이제 이자벨의 언어로 인해 새들 메도우즈가 쌓아 올렸던 ‘피에르 글렌디닝’의 

의미는 사라지고 “애매함들”(ambiguities)이 된다. 경계와 구분 짓기로 구성된 

새들 메도우즈의 안정적인 남성 주체가 해체된 것이다. 

이자벨과 피에르의 관계는 새들 메도우즈의 경직된 남녀 관계틀을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남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남성과 여성은 주체와 대상으로 엄격하게 이원화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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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이성애에서 성애는 제거되어 있다. “아내의 달콤함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이 누이에게 이미 놓여 있기 때문이다”는 구절은 새들 

메도우즈에서 부부 관계가 오누이 관계처럼 무성적(asexual) 관계가 되어야 

했음을 보인다. 그러나 피에르와 이자벨의 관계에서는 위의 맥락이 

뒤집힌다. 이들은 오누이 같은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누이지만 

부부처럼 서로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피에르가 이자벨에게 느끼는 

“자연발생적인 충동”(spontaneous impulse; 53)은 그가 새들 메도우즈에서 

규범적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사회화되기 이전 글렌에게 느꼈던 규명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충동이 회복된 것이다. 피에르는 이자벨을 만난 뒤 “도시의 

성문 안에서는 결코 흡수할 수 없고 원시림의 분위기만이 발산하는 생각과 

공상들”(thoughts and fancies never imbibed within the gates of town; but only 

given forth by the atmosphere of primeval forests; 139)에 잠긴다.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에 오염되기 이전의 “타락하지 않은 사랑” (uncorrupted Love; 

142)을 하는 것이다. 피에르와 이자벨은 새들 메도우즈의 이성애 질서를 벗어나 

젠더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할 위협에 처한 델리 얼버(Delly 

Ulver)를 데리고 이자벨과 함께 새들 메도우즈를 떠난다. 이자벨, 델리와 같이 

타자화된 존재들과 함께 뉴욕으로 떠난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의 규범과 

질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듯 하다. 

그러나 피에르가 이자벨과의 관계에서 해방감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새들 메도우즈와 주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은 피에르에게 막대한 

불안(anxiety)을 자아낸다. 피에르는 이자벨에게 강력한 충동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이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루시의 

투명한 얼굴과 대조적으로 이자벨의 얼굴은 피에르에게 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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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벨이 피에르에게 편지를 보내기 이전, 이자벨의 얼굴은 명명되지 않고 

그 실체도 불분명한 얼굴의 형태로 피에르를 따라다닌다. 피에르는 루시의 

얼굴을 읽고 대상화함으로써 남성 주체가 될 수 있었는데, 이자벨의 “이름 

없는”(unknown; 49) 얼굴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해 안정적인 남성 주체가 

되지 못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편지를 읽고 이자벨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 

피에르는 이자벨의 얼굴에 시달리며 “이것[이자벨의 얼굴]이 정말 그 

경이로움으로 나[피에르]의 남자다움을 잃게 만들고 있다”(this indeed 

almost unmans me with its wonderfulness; 49)고 불안감에 떤다.  

피에르의 불안은 멜빌 특유의 표면과 심층의 메타포로 표현된다. 

아버지들의 신화가 빽빽하게 써 있는 새들 메도우즈는 ‘표면’의 세계다. 

새들 메도우즈는 인디언과 이자벨처럼 타자화된 존재들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이상화하는 위선적인 껍질인 

것이다. 이자벨을 만난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의 금박 껍질을 벗기고 그 

허위적인 표면 밑에 숨겨져 있던 타자화된 존재들의 깊은 슬픔을 보게 된다. 

새들 메도우즈의 표면이 아버지들의 텍스트로 의미화된 세계였다면, 표면 밑의 

심층의 세계는 의미가 없는 ‘텅 빈’ 공간이다. 피에르는 이자벨의 ‘텅 빈’ 

공간에 빨려 들어가 자신의 주체가 해체된다는 불안감을 겪게 된다.  

피에르가 두 차례에 걸친 이자벨과의 면담 사이에 멤논 바위(Memnon 

Stone)의 “빈 공간”(the vacancy; 132, 134)에 기어들어가는 장면은 이자벨이 

자아내는 불안감에 피에르가 반응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피에르가 새들 

메도우즈에서 루시에게서 읽어냈던 의미란 사실 인식 주체로서의 피에르의 

의식이 루시에게 투사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에르가 멤논 바위의 “무시무시한 

[텅 빈] 틈”(the horrible interspace; 134)에 기어들어가 자신의 몸을 뉘이는 

것은 무의미한 공간에 자신의 몸으로 체현된 의미를 다시 투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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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사실 피에르가 이자벨과 결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와 결실이 없는 

행위지만, 피에르는 멤논 바위의 텅 빈 공간 사이에서 영웅적인 독백을 외치며 

이자벨을 구원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미화한다. 물론 웅장한 피에르의 독백을 

뒤따르는 침묵은 그의 의미화가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예고한다. 이 투사 

과정을 통해 죽음이 삶으로, 무의미가 의미로, 남성성의 불안이 남성성의 

충족으로, ‘존재하지 않음’이 ‘존재함’으로 바뀌게 된다. 멤논 바위에 몸을 

뉘이고 온 뒤 피에르는 한 결 영웅적인 태도로 이자벨을 대하며 구원의 

서사를 만들어 낸다. 그는 “언제든 내가 그대로부터 떨어진다면, 사랑하는 

이자벨, 피에르는 아마 영원히 텅 빈 무(無)와 밤으로 떨어질 거요!”(If ever I 

fall from thee, dear Isabel, may Pierre fall from himself; fall back forever into 

vacant nothingness and night!; 154 인용자 강조)라고 말하며, 이자벨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이 강력한 남성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대[이자벨]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도 어머니의 젖으로 바꿀 것이요”(thine might turn white 

marble into mother’s milk; 189)라며 죽음의 얼굴을 지닌 이자벨에게서 생명을 

위한 젖이 나온다고 믿는다. 서술자는 이러한 투사 과정을 “우리 영혼의 

아치가 그[우주 공간] 밑에 맞추어져 있어, 더 위에 있는 [우주의] 아치가 

지탱할 수 없는 무량함으로 우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our soul’s 

arches underfit into its, and so, prevent the upper arch from falling on us with 

unsustainable inscrutableness; 51) 과정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안정적인 

주체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미한 천공에 경계를 긋는 것이다. 

이처럼 이자벨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피에르의 남성성은 분열되어 있다. 

피에르는 주체와 대상,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가 와해된 

이자벨의 세계에 속수무책으로 이끌리면서도 자신의 안정적인 남성 주체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막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피에르의 분열된 남성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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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 없는 긴장과 모순으로 이뤄져 있다.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의 남성 

주체를 해체하고 싶어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자신의 분열된 남성성을 

다음과 같은 격렬한 언어로 표현한다. 

 

두 가지 커다란 결심, 즉 이자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대의 

모친에게 그녀의 존재를 관대하게 알리지 않는 것, 이것들은 

불가능한 부속물들이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아버지의 명예로운 

추억을 비난으로부터 비호하려는 매우 관대한 목적과, 그대가 

이자벨과 남매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 이 또한 불가능한 

부속물들이다. 

Thy two grand resolutions—the public acknowledgement of Isabel, 

and the charitable withholding of her existence from thy own mother, 

—these are impossible adjuncts. —Likewise, thy so magnanimous 

purpose to screen thy father’s honorable memory from reproach, and 

thy other intention, the open vindication of thy fraternalness to Isabel, 

—these also are impossible adjuncts. (171) 

 

여기서 피에르는 이자벨에 대한 자신의 충동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자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혹은 “그대가 이자벨과 남매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언어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수사 뒤에는 이자벨에 대한 피에르의 강렬한 충동이 깔려 있다. 새들 

메도우즈에서 이자벨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이자벨은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와 

그 속에서 구성된 피에르의 남성 주체의 인위성을 폭로하여 완전히 허물어버릴 

것이다. 남성 주체를 해체하고 싶어하는 한 욕망과 남성 주체를 지키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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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욕망 사이에서 분열된 피에르의 남성성은 “일단 한데 모이면 그것들은 

모두 서로 충돌하여 소멸”(once brought together, they all mutually expire; 

171)한다. 이 모순은 엄청나서 피에르는 “혐오스러워진 그의 정체성의 토사물 

속에서”(in the vomit of his loathed identity; 171) 괴로워한다. 

분열된 자신의 남성성을 봉합하기 위해 피에르가 택한 미봉책은 이자벨을 

데리고 새들 메도우즈를 떠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이자벨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피에르는 이자벨이 이복 누이인 것을 

숨기고 그녀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 어머니와 루시에게 선언한다. 얼핏 

피에르의 행동은 새들 메도우즈의 체계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사실 

피에르는 이자벨, 델리와 새들 메도우즈를 떠남으로써 새들 메도우즈의 구조가 

견고하게 남아있도록 한다. 이자벨과 델리는 새들 메도우즈에 있어야만 기존 

체계의 허위성과 인위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에르는 

이들을 데리고 떠남으로써 새들 메도우즈에서 ‘불순물’을 없애도 체계를 

순수하게 정화한다.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를 떠나며 ‘글렌디닝’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고아됨을 선언한다. 이자벨을 인정함으로써 새들 메도우즈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게 된 피에르는 자신의 행위가 

“독보적인 자기 희생”(unequaled renunciation of himself; 172)이며 “자신을 

포기하는 엄청난 희생양”(the grand self-renouncing victim; 173)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에르는 더욱 강력한 남성 주체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이상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됐던 아버지의 남성성은 

이자벨의 등장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다. 피에르는 

이자벨의 존재를 수용함으로써 아버지의 남성성이 결여했던 윤리적 

정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피에르는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이자벨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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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남성 주체가 되어 이자벨의 존재가 야기한 

자신의 분열을 봉합하고자 한다. 그는 관습적인 성장의 여정이 담보하는 

‘글렌디닝’의 의미는 버렸지만, 절대적 남성인 ‘피에르’로 ‘성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그리고 더 강력한 남성 인물이 되기 위한 피에르의 남다른 

성장의 여정은 이자벨의 독성을 제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유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피에르는 “그녀[이자벨]을 대담하고 사랑스럽게 

소유하고자”(to own her boldly and lovingly; 170) 한다. 

이는 동시에 메리가 빼앗아 갔던 남근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다. 피에르가 

이자벨과 떠나며 가장 비난하는 대상은 혼외 관계로 이자벨을 낳고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보다도, 남성을 길들이는 어머니 메리다. 피에르가 

새들 메도우즈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단죄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다. 그래서 메리는 피에르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피에르가 영웅적이다고 

생각하고, 루시의 하녀 마사(Martha)가 피에르를 비난하자 “하녀인 네가 내 

아들을 욕하지는 못한다”(‘Tis not for thee, hired one, to rail at my son; 200)고 

마사를 꾸짖는다. 앞서 언급했듯 메리는 새들 메도우즈의 질서에 작은 교란을 

일으키지만 구조와 체계 자체에는 순응하는 인물이다.  

새들 메도우즈를 떠나 더 강력한 남성 주체가 되겠다는 피에르의 결심은 

이자벨에 대한 도덕적 책무라는 도덕적 수사로 합리화된다. 이러한 도덕적 수사 

속에서 아버지와 위선적인 메리는 손쉽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수사로 비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바로 약혼녀 루시다. 피에르는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합리화해왔지만 사실 동시에 약혼녀 루시에게 

커다란 상처 입히고 말았다. 자신이 루시에게 행사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는 피에르는 괴로워하다가 루시를 기억에서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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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도를 모르고, 또는 그것을 확인하기 

두려워한 나머지, 대수학자처럼 그는, 실제의 루시를 그가 

계획하는 생각 속에서 단지 하나의 기호, 어떤 텅 빈 x로 

대체했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에서도 실제의 루시가 아니라 그 

미지수x가 여전히 나타났다.                                       

But ignorant of its quantity as yet, or fearful of ascertaining it; like 

an algebraist, for the real Lucy he, in his scheming thoughts, had 

substituted but a sign—some empty x—and in the ultimate solution 

of the problem, that empty x still figured, not the real Lucy. (181) 

 

피에르는 자신의 분열된 남성성을 이자벨을 구원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합리화로 봉합했다. 그는 이자벨의 구원자로서, 아버지보다 더욱 강력한 남성 

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런데 자신이 상처 입은 루시의 존재는 피에르가 쌓아 

올린 도덕적 수사가 완벽하지 않음을 폭로한다. 따라서 피에르는 자신이 새롭게 

기획한 남성 성장 서사에서 루시가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아직까지 그 

정도를 모르고, 또는 그것을 확인하기 두려워한 나머지”, 루시에게서 의미를 

박탈하여 무의미한 ‘텅 빈’ 미지수로 치환해버린다. 피에르 선조들의 남성성이 

인디언과 이자벨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구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피에르가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더욱 강력한 남성성은 루시를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대가로 형성될 수 있다.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와의 단절을 

선언하지만 타자화를 통해 주체의 경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선조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만다.  

이처럼 피에르의 분열된 남성성은 더욱 강력한 남성 주체를 

형성하려는 기획으로 간신히 봉합되어 있다. 봉합의 매개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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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다. 피에르는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 하며 절대적인 ‘피에르’의 의미를 

재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균열은 완전히 봉해지지 않았으며 그의 남성성은 

여전히 탈주체를 향한 충동과 주체화를 향한 욕망 사이에서 길항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피에르가 이자벨을 전유하여 글쓰기로 재현함으로써 강력한 

남성 주체가 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무의미한 “애매함들”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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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쓰기와 새로운 남성성의 실패 

 

당대 남성들은 어머니의 공간인 가정을 떠나 남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남성성을 수행하였다. 밀쏘프, 플린린먼(Plinlimmon), 그리고 

다른 독신남들이 살고 있는 사도들의 교회는 19세기 미국 남성들이 ‘가정 

밖에서’ 형성하는 동성사회를 반영한다. 독신남들과 새들 메도우즈의 

남성들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만 젠더 이분법을 

와해하지는 않는다. 즉 새들 메도우즈와 사도들의 교회는 기존의 젠더와 

언어 질서를 유지하는 대칭적이고 상보적인 두 공간이다. 이자벨, 델리와 

함께 새들 메도우즈를 떠난 피에르는 사도들의 교회에 정착한다. 그러나 

이자벨과 근친상간적 결혼을 가장하는 피에르의 남성성은 사도들의 

남성성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피에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도들의 

교회에 정착했지만 자신이 이들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고 자신이 이곳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준 옛 고향 친구 밀쏘프와도 완전한 형제애를 나누지 

않는다.  

이미 새들 메도우즈에서 피에르는 기존의 남성 주체는 이자벨이라는 

존재 앞에서 허물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이자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남성 주체를 재건하고자 한다. 이러한 피에르의 기획은 

“황혼”(twilight; 271) 속에서 이자벨과 나누는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는’ 황혼 속에서 피에르는 “미덕”(Virtue)과 

“악덕”(Vice), 주체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가 사라지는 인식론적 경험을 한다. 

그는 “미덕”과 “악덕”에 대해 모든 것이 “무가 본질이다”(a nothing is the 

substance; 274)고 말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무다”(I am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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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고 말한다. 피에르의 말을 들으며 이자벨은 “당신의 감정은 오랫동안 

나의 것이였어요, 피에르. 기나긴 시간에 걸친 고독과 고뇌는 내게 기적을 

열어줬어요”(Thy feeling hath long been mine, Pierre. Long loneliness and 

anguish have opened miracles to me; 274)라고 말한다. 이 순간 피에르는 

안정적인 남성 주체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넘어 

이자벨과 서로 황혼처럼 스며든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는다. 앞서 

피에르는 황혼에서 “평화”(Peace; 271)를 느끼면서도 곧이어 이자벨에게 

“누이여 촛불을 켭시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어요”(Let us light a candle, my 

sister; the evening is deepening; 272)라고 말하며 ‘무’의 세계를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자벨과 경계를 넘어서 

일시적인 합일을 이뤘던 피에르는 갑작스레 “나는 피에르다”(I am Pierre)고 

선언한다(274). 

피에르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무의미한 이자벨의 세계에 빨려 

들어갔지만 그 불안정함을 견디지 못하고 남성 주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에르는 글쓰기를 통해 ‘피에르’ 의 의미를 새롭게 쌓고자 한다. 

그는 자신이 이자벨의 ‘텅 빈’ 무의미의 세계를 의미화한다면 다른 어떤 

남성들보다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들메도우즈의 상속권을 박탈당한 피에르는 글을 출판해서 새로운 ‘가정’을 

부양하기로 결심하며 자수성가한 남성이 되고자 한다. 자신이 쓴 책을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여성향되지 않는 자신의 남성적 자아를 무한히 

팽창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피에르는 이자벨이 황혼 녘에 연주하는 “그것의[기타의] 경이로운 

암시”(its wondrous suggestiveness; 282)에서 영감을 얻고자 한다. 그는 그녀의 

언어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피에르가 이자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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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녀의 몸으로 구현된다. 루시의 방이 비밀스럽게 

가려진 사원처럼 묘사 되었듯이, “숱이 많은 부드럽고 쌔카만 머리칼이 마치 

사당에 안치된 어떤 성인 앞에 커튼이 반쯤 쳐진 것처럼 비스듬히 그녀를 덮고 

있었다”(Her immense soft tresses of the jettiest hair had slantingly fallen over her 

as though a curtain were half drawn from before some saint enshrined; 118). 

마침내 피에르는 스크린 너머의 텅 빈 공간에서 이자벨의 육체를 실제로 

발견한다. “투명한 진주조개처럼 새까만 머리카락 속에 파묻혀 있다가 풍성한 

머리칼 사이로 우연히 드러난, 그 아가씨의 놀랄 만큼 아름다운 귀에 그의 두 

눈이 고정[된]”(his eyes fixed upon the girl’s wonderfully beautiful ear, which 

chancing to peep forth from among her abundant tresses, nestled in that blackness 

like a transparent sea-shell of pearl; 119) 것이다. 그러나 멤논 바위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피에르가 발견한 이자벨의 의미는 피에르 자신이 ‘텅 빈’ 공간에 

투사한 것이다.  

서술자는 피에르의 어리석음을 질타한다. 피에르의 모습은 사방으로 

뻗어있는 허공을 구덩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고 도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피에르는 새들 메도우즈의 허위적인 껍질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검은 구덩이를 밑으로 파 내려가면 본질적인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피에르가 이자벨의 텅 빈 공간에 흡수되지 않고 안정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재현 ‘주체’로, 이자벨은 재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미를 투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주체 역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껍질 아래의 세계는 사방으로 트여서 “바닥이 

없는”(bottomless; 283) 검은 공간이다. 피에르의 새로운 글쓰기는 이자벨의 

음악에서 유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유로운 음악을 경직된 글쓰기로 

재현하려는 불가능한 기획이다. 피에르는 이자벨과 유동적으로 섞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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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다. 피에르는 이자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글쓰기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글쓰기 작업에 집착할수록 피에르는 이자벨과 

소원해지고 그녀와 성적 교감을 더 이상 나누지 못한다. 처음 피에르가 

델리, 이자벨에게 연민을 느껴 함께 살기로 했을 때는 계급, 젠더의 구분이 

허물어진 듯 보였으나, 피에르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을 

고립시켜 젠더 계급적인 구획을 다시 형성한다. 피에르의 글쓰기 작업은 

폐쇄적인 이미지와 병행된다. 글을 쓰며 피에르는 “음침한 감옥에 갇힌”(clapt 

in a dismal jail) “자발적인 죄수”(the voluntary jailer)가 되며(303), 피에르의 

속눈썹조차 철창처럼 형상화된다(296). 멜빌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장’이란 남성 

주체와 여성 대상, 삶과 죽음, 관습과 일탈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허공에 구획을 치려는 피에르의 남성 주체와 글쓰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술자는 피에르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지만 최종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한다.  

피에르가 글쓰기를 시작한 지 고작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글쓰기, 즉 

서사를 만드는 행위의 기만성을 최초로 감지하게 하는 “사건들”(events; 289)이 

발생한다. 메리가 죽었고 글렌이 피에르의 “복제품”(duplicate; 289)처럼 

새들메도우즈의 유산과 루시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편지를 받은 

것이다. 이어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과 슬픔, 글렌을 향한 

분노, 루시를 버렸다는 회한 등에 휩싸인 피에르의 내면이 장장 몇 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묘사된다(285-89). 새들메도우즈를 떠나도록 추동한 충동을 

도덕적 수사로 합리화해오던 피에르의 신념, 금욕주의, 철학은 “그의 영혼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본능의 폭풍”(this sudden storm of nature in his soul)과 

“인생과 격정이 [가하는] 실제적이고 열정적인 공격”(a real impassioned onset of 

Life and Passion)에 압도되어 “유령들”(phantoms, ghosts)처럼 사라진다(289). 



 53   

사유 행위, 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글쓰기가 “안개에서 끌어올려진”(raised from 

the mist) 것이라고 판명이 나자, 사유와 재현의 대상으로 상정되어온 이자벨의 

몸도 “그저 입 안의 잿더미”(all but ashes in his mouth)처럼 허물어진다(289). 

이자벨의 몸에 투영된 것은 피에르 자신의 욕망이었기에, 결국 “잿더미”가 된 

것은 피에르의 자신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환상이다.  

 

세계는 그 축에 겹쳐 쌓인 지층들에 불과하다. 막대한 힘을 들여 

우리는 피라미드 속으로 파 들어가 지긋지긋하게 더듬어서 널방에 

도달하여, 기쁜 마음으로 석관을 찾아내어 뚜껑을 들어 올리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시체가 없다!—인간의 영혼이 광막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텅 비어 있구나! 

To its axis, the world being nothing but superinduced superficies. By 

vast pains we mine into the pyramid, by horrible groping we come to 

the central room, with joy we espy the sarcophagus, but we lift the 

lid—and no body is there!—appallingly vacant as vast is the soul of a 

man! (285 인용자 강조) 

 

몸이 있어야 할 곳은 텅 빈 공간뿐이다. ‘존재’의 환영 밑에는 ‘존재하지 않음’, 

즉 죽음이 깔려 있다. 그렇기에 일상적인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몸’을 욕망해야만 한다.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말이다.  

피에르의 불가능한 글쓰기는 따라서 “작가 자신인 것이 분명한 

비비아”(author-hero, Vivia; 302)의 ‘울부짖음’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 

 

아주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있다. 이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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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살스럽거나 서투른 위장들과 철학적 겉치레들을 모두 버린다. 나는 

흙의 형제, 태곳적 어둠의 자손임을 자인한다. 무망과 절망이 겹겹이 

나를 덮고 있다. 꺼져라, 너희 재잘거리는 유인원들 같은 건방진 

스피노자와 플라톤, 너희는 밤은 낮이고 고통은 고작 간지럼일 

뿐이라고 한때 나를 현혹한 거나 다름없다. 너희는 이 어둠을 설명할 

수 없고 이 악마를 몰아낼 수 없다. 그대 터무니없는 맵시꾼 같은 괴테, 

그대가—고용된 웨이터처럼—스스로 ‘전반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된다면, 만천하가 그대와 그대의 불멸성을 아낄 리가 없다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미 세계는 그대 없이 잘나가고 있고, 바로 그 동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백만 명 이상을 아직도 아껴둘 수 있을 것이다. 

배불뚝이들은 영혼이 없다. 그리고 그대의 범신론, 그건 뭐였지? 

그대는 고작 잘난 체하는 냉혹한 사람에 불과했다. 보라! 나는 그대를 

이 손아귀에 쥐고, 그대는 속이 빨려 없어진 계란처럼 손아귀 속에서 

뭉개진다. 

A deep-down, unutterable mournfulness is in me. Now I drop all 

humorous or indifferent disguises, and all philosophical pretensions. I 

own myself a brother of the clod, a child of the Primeval Gloom. 

Hopelessness and despair are over me, as pall on pall. Away, ye 

chattering apes of a sophomorean Spinoza and Plato, who once didst all 

but delude me that the night was day, and pain only a tickle. Explain this 

darkness, exorcise this devil, ye can not. Tell me not, thou inconceivable 

coxcomb of Goethe, that the universe can not spare thee and thy 

immortality, so long as—like a hired waiter—thou makest thyself 

‘generally useful.’ Already the universe gets on without thee, and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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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spare a million more of the same identical kidney. Corporations have 

no soul, and thy Pantheism, what was that? Thou wert but the 

pretensious, heartless part of a man. Lo! I hold thee in this hand, and 

thou art crushed in it like an egg from which the meat hath been sucked. 

(302) 

 

비비아는 의미의 껍질을 벗겨내며 영혼이 알맹이가 없는 계란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라고 외친다. 그는 “유용함”이 보장해주는 견고한 정체성의 환상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허공을 가둘 “다른 버팀목[이] 모두 상실[되자]”(utter loss of 

that other support; 296) 틀이 담보해주는 알맹이는 고정된 형태를 잃고 경계를 

넘어 허공으로 흡수된다. 라틴어로 ‘삶으로 가득 찬’(full of life)을 뜻하는 

비비아는, ‘가득 찬’ 삶이란 역설적으로 존재의 환상을 걷어낸 진공 상태의 

죽음이라는 역설을 드러낸다. 

피에르는 환멸에 기인한 “이 새롭고 (…) 쓸모없는 고통들”(these new, 

and . . . unworthy pangs 인용자 강조)을 애써 억누르며(289) 글쓰기를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다. 플린림먼의 팸플릿 「천문시와 

지방시」(“Chronometricals and Horologicals)는 바로 이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이 삶의 욕망과 절대적 무의미의 세계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임을 

보여준다. 문명 세계의 지방시를 따르는 사람은 가시적인 현상을 의심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절대적인 천문시를 추구하는 

“열정적인”(earnest, enthusiastic; 207) 청년들은 삶의 환상적인 속성을 인지하고 

죽음이라는 본질에 끌리는 이들이다. 유한한 인간 존재는 천문시가 아니라 

지방시를 따라야 한다는 팸플릿의 주장에는 보상과 시장의 언어가 편재해 있다. 

팸플릿은 천문시를 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of what use), “이로울 



 56   

것이 없[고]”(unprofitable; 212) “이 세계의 실용적인 것들”(the practical things 

of this world; 213)을 포기하는 “실행 불가능한”(impractical; 215) 시도라고 

이야기 한다. 반면 일상적인 지방시에 만족하는 것은 “형편 닿는 [대로] 

최선”(convenient best; 214)을 다하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practical and 

desirable; 215) “고결한 편의주의”(A virtuous expediency; 214)이며 “모든 

상식적인 보상”(every common-sense incentive; 215)을 약속한다. 지방시를 

따르는 인간은 “일상의 전반적인 행복”(every-day general well-being; 214)을 

보장받는 것이다. 천문시를 따르는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자기 희생”(a 

complete unconditional sacrifice of himself; 214)은 일상을 굴러가게 하는 

보상과 시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이처럼 팸플릿은 삶의 환상적인 

속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삶과 죽음이 이원화된 이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환상이 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피에르』에서 작가가 글을 쓰고 세상에 내보이는 출판 과정은 작가의 

사적인 자아가 돈을 벌기 위해 화장을 하고 “무대 위에 올라”(on the stage; 258) 

청중 앞에서 공적인 연극을 하는 모습에 비유된다(258-259). 상품의 형태로 

시장에 통용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 모습은, 

자본주의 공간에서 개인이 물신화되어 교역되고 유통됨으로써 사회적인 젠더를 

획득하는 과정의 효과적 비유다. 밀쏘프와 플린린먼은 시장에서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적 자아를 성공적으로 유통시켜 사회적인 남성성을 획득한 

인물들이다. 금욕주의적인 독신남들로 구성된 사도들의 교회는 규범적인 

체제에 저항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상의 논리를 따르고 ‘정상적인’ 삶의 범주에 

속한다. 밀소프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인간의 제국 전체를 구원하는”(by 

perishing himself, save the whole empire of men; 281) 자기희생적인 영웅이 

되기를 자처하고 이 숭고한 소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빈하고 금욕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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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고 있다며 피에르에게 자부하지만, 동시에 피에르에게 칸트 철학을 

설파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281). 

피에르에게 “자네의 중산모를 돌리게”(Pass round your beaver; 281 인용자 

강조)라고 조언하는 밀소프는 시장의 유통(circulation) 논리를 아주 잘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피에르는 점차 “그는 자연스러운 날들을 암살해버렸다”(he has assassinatd 

the natural day; 305). 그는 거식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305). 『바틀비』에서 

알 수 있듯, 거식증은 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 행위이며 

피에르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문명의 톱니바퀴에 박힌 쐐기가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여전히 그의 책은 둔중하게 

움직이는 행성처럼 그의 아픈 머릿속에서 회전한다. 그는 그것을 궤도 밖으로 

이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Still his book, like a vast lumbering planet, revolves 

in his aching head. He can not command the thing out of its orbit; 305 인용자 

강조). 처음 돈을 벌기 위한 명목으로 시작한 피에르의 글은 이제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비밀을 공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의 시장 논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들메도우즈를 떠난 피에르는 도시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순수한 가정의 공간을 만들게 된다. 경쟁을 통해 남성 

젠더를 획득하기를 거부하는 피에르를 밀소프가 “나의 소년”(my boy; 

318)이라고 부르며 어리게 취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결국 

뉴욕이라는 대도시 한 가운데 위치한 피에르와 이자벨의 ‘가정’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순수한 가정성을 

구현한다. 근친상간이라는 ‘공개/출판(publish)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피에르는 “자수성가한 남성”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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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피에르는 ‘애매함들’의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남성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남성들의 집단에서 

경쟁을 통해 남성성을 입증하지 못한 남성은 여성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눈에 성인 남성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불만감을 느낀다. 

피에르가 열등감을 느끼는 남성 경쟁자는 플린린먼이다. 피에르는 

이전까지는 플린린먼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플린린먼이 이자벨의 ‘의미’에 

대해 암시하던 팸플릿의 저자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플린린먼을 이자벨의 

‘의미’를 사이에 둔 경쟁자로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자벨의 의미를 획득한 

플린린먼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가장 강력한 남성 인물이다. 

강력한 남성 주체 플린린먼에 비해 자신은 대상화되고 있다는 피에르의 

결핍감은 “오래된 회색 탑 가장 꼭대기 층의 한 창문에서 끊임없이 지켜보던 

푸른 눈의 [플린림먼의] 얼굴”(steady observant blue-eyed countenance at one of 

the loftiest windows of the old gray tower; 291)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플린린먼의 얼굴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일련의 행동들은 플린린먼과 

이자벨의 ‘의미’를 사이에 둔 남성 경쟁자 간의 결투로 읽어야 한다. 피에르는 

플린림먼의 사상을 담고 있는 “팜플렛을 획득하고 그것을 읽어”(to procure the 

pamphlet, to read it) “그 신비롭고 온화한 얼굴”(the mystic-mild face)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심코 분실했던 팜플렛을 되찾지 못하고(292) 

플린림먼과 팜플렛의 얼굴은 “불가해”(Inscrutableness; 290)로 남는다. 그의 

얼굴은 절대 다른 시선에 “응답하[지]”(to respond 293) 않아 대상이 되거나 

파악되지 않는다. 플린림먼은 밀소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의 추종을 받지만 

겉모습은 본모습을 가리는 위장일 뿐이다. “그의 옷은 이 남자를 위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그 얼굴,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그의 그 시선이 그 남자를 

위장한다”(his clothes seemed to disguise this man. his very face, the ap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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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lance of his very eye disguised this man; 290). 플린림먼이라는 성은 

웨일즈 풍이지만, 그는 테네시 주 출생이며 “그는 어떠한 가족이나 혈족 관계도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다”(He seemed to have no family or blood ties of any sort; 

290). 또한 플린림먼은 직접 글을 쓰지도 않고, 글을 읽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나 그 시기마저 아득하게 오래전이며 그의 사상을 담고 있는 글들도 그가 

구두로 말한 것들을 추종자들이 임의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290). 플린린먼과 

팸플릿은 자신이 포획/투사한 이자벨의 의미를 피에르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플린린먼이 이자벨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팸플릿은 “이 [인간의] 세상이 신과 외관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세계가 신과 자오선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this world’s seeming 

incompatibility with God, absolutely results from its meridianal correspondence 

with him; 213)고 말하며, 천문시와 지방시의 이원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방시를 추구함으로써 천문시를 거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역설을 이야기 한다. 

지방시를 따르는 게 환상이라면 지방시를 따르면서도 신의 법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팸플릿이 대답하지 않은 이 역설은 비록 환상 

속에서 삶을 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단지 집행 

유예 상태일 뿐[인]”(but a state of probation) “잠정적인”(provisional; 211) 

인간의 필멸성에 있다. 삶의 환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깨진다. 평생 오차가 누적된 지방시가 몇 바퀴를 돌아 천문시와 일치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존재함’이라는 자의식이 일순간의 환상인 것을 알면서도 

이 환상과 타협하며 죽음을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플린림먼은 “가장 

신비롭게도 침착한”(most miraculously self-possessed; 290 인용자 강조) 

“남성다운 인물”(manly figure; 289)이 될 수 있다. 플린린먼이 재현불가능한 

이자벨의 ‘무의미’를 서사화하는 타협적인 방법은 바로 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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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fragmentation)를 통해서다. 그러나 피에르는 팸플릿의 파편화된 서사 

속에서 결론을 읽어내려고 한다. 그는 삶(의미화)과 죽음(무의미)의 

필연적인 “일치”의 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천문시[가 지닌] 

미덕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chronometrical excellence; 215)에 끌려 “때 

이[르게]”(premature) 삶의 환상을 깨고 죽음의 세계를 엿본다.  

삶에서 시작한 글쓰기의 여정은 죽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소름끼치는 

경험으로 그 정체가 밝혀졌다. 처음 이자벨은 피에르가 새들메도우즈의 구별 

짓기를 허물어 버리지만, 피에르는 이자벨과의 결합을 전유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강력한 남성 주체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새들메도우즈를 떠났었다. 그러나 막상 뉴욕에 정착한 피에르는 ‘남성다운’ 

가장의 임무를 수행해 내기는 커녕 견고한 주체로조차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피에르의 낭만이 냉혹한 현실로 바뀌는 과정은 

“변함없는 육지에 넌더리가 나서”(Weary with the invariable earth) “한참 

폭풍우가 일 때”(in height of tempest)” 가정을 박차고 모험을 떠난 선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의 낭만과 달리 “바다의 어둠이 얼마나 무겁게 펼쳐져 

있는지”(how heavily that ocean gloom lies)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181)과 

같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자기 환멸에 시달리는 선원에게 육지에서 밝고 

안락한 생활을 즐겼던 달콤한 옛 추억은 “복수의 꿈”(the avenging dream; 

181)이나 다름없다. 글쓰기를 통해 무너진 주체를 재건하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피에르에게 새들메도우즈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추억하는 것은 환멸감을 부추기는 “복수의 꿈”이며, 따라서 그는 기억을 “그의 

기억에서 차단하[고]”(to exclude from his memory; 307) 있다. 이때 루시가 

피에르와 이자벨의 ‘가정’의 일원이 되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찾아오는 작품 

후반은 이 “복수의 꿈”이 비집고 들어와 실현된 것이다. 루시의 귀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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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가 떠나온 감상주의 서사와 그 서사를 지탱하는 관습적인 젠더 질서의 

유혹이 개인의 힘으로 온전히 떨쳐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루시의 귀환은 작품 전반부의 이자벨의 귀환과 대칭적이며, 이 두 여성을 

대하는 피에르의 반응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이자벨은 새들메도우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들’이 억압한 존재였으며 그녀의 귀환은 피에르에게 

고딕적인 공포를 자아냈다. 피에르는 ‘아버지들’이 타자화했던 이자벨과는 

결합하지만 이번에는 루시를 새 가정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그녀와 메리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여 “깊은 지하 납골당”(profound vault; 286)에 묻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들’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된 피에르는 자신 때문에 

충격을 받고 졸도한 루시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a nameless horror and terror; 308)을 느낀다. 

그런데 피에르는 정작 루시의 편지를 읽고나서는 죄책감이나 공포보다는 

“어마어마하고 가슴 벅찬 승리감”(a vast, out-swelling triumphantness; 311)을 

맛보는데, 이는 루시의 편지가 피에르의 흔들리는 남성 주체의 환상을 

되잡아주는 감상주의 서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피에르가 이자벨의 

편지를 읽고 난 뒤 그녀를 공포의 대상에서 남성성의 환상을 충족시켜줄 

구원의 대상으로 바꿔 인식하게 된 전치(displacement)의 과정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루시의 편지는 피에르가 이자벨의 

경우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남성성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기도 전에 그의 

결핍감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얼핏 루시는 피에르처럼 규범적인 결혼을 거부하고 피에르와 이자벨의 

가정의 일원이 됨으로써 감상주의 서사의 젠더 규범을 탈피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루시는 극단적으로 감상주의 서사의 이상적인 여성성을 행하고 

있다. 루시는 “여자다운 호기심”(womanly curiosity; 313-14)에서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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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녀처럼”(nun-like) “[이들]을 여기서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to guide us and guard us here; 313) 온 것이다. 루시는 모든 사사로운 

섹슈얼리티가 극단적으로 제거된 ‘가정의 천사’나 다름없다. 루시의 편지는 

피에르와 이자벨의 ‘예외적이고’ 고딕적인 이야기를 착한 천사(Good angel)의 

계도와 나쁜 천사(Bad angel)의 유혹 사이의 갈등이라는 감상주의 서사의 

통속적인 구도로 재단해버린다. 이는 감상주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으로 

여성 혐오적인 여성 이분법이다. 루시의 편지는 “피에르 그대는 고결하기만 

하지만, 어떤 끔찍한 위험에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지속적인 존재만이 

그것을 쫒아 낼 수 있어요”(all noble as thou art, Pierre, some terrible jeopardy 

involves thee, which my continual presence only can drive away; 311)라며 과거 

자신들의 천상적인 사랑을 가로막은 유혹자 이자벨을 자신이 정화하겠다는 

식으로 말한다. 피에르도 루시의 편지가 “꾸밈없고 천사 같은 편지”라고 말하며 

“천사들의 무리를 흘끗 [봤다]”(glimpses of the seraphim in the visible act of 

adoring)고 생각한다(311). 루시의 개입으로 인해 피에르에게 이자벨은 이전에 

자신이 겪던 어려움의 탓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루시의 편지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피에르가 “초인적이고 천사 

같은 힘”(superhuman, angelical strength; 309)을 따른 “영웅적 행위”(heroism; 

310)를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추측하며 자신의 열정(enthusiasm)이 무의미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회의에 빠진 피에르를 다시 한 번 구원자의 위치로 

복권시키는 서사를 제공한다. 루시는 말로써 피에르의 행위에 영웅주의적 

서사를 덧입힐 뿐 아니라 행동 차원에서도 그를 모방함으로써 피에르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하여 의미화하고 재신비화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피에르는 “어떤 일반적인 적절성의 법칙”(any ordinary law of propriety)을 

벗어난 루시의 행위에 담긴 “궁극적인 동기”(the absolute motive)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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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동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316). 또한 피에르는 루시가 글렌과 관습적인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에게 의절 당하고 상징적인 고아가 되는(326-327) 장면을 

바라보며 루시의 ‘신비로움’에 압도당하고 그녀를 “대리석(marble)”으로 

만들어진 “신의 사원”(the temple of God)과 “깎아놓은 조각상”(a chiseled 

statue)으로 형상화한다(328). 본디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 상은 피에르가 

이자벨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즉 ‘이상적인 남성’에게 부여하는 

이미지였다(68). 결국 피에르는 루시의 행동에 반영된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표상할 수 있게 된다.  

피에르가 루시의 서사를 수용하자, 이에 맞추어 물리적인 환경도 재편된다. 

며칠 뒤 루시는 감상주의적 가정의 소품 일체를 끌고 소란스럽게 도착한다. 

루시가 오기전 피에르의 가정은 비록 델리의 공간을 “더 정확한 가정의 

목적들”(more exacting domestic purposes)에 부합한 “식당방”(dining room)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297), 세 개로 나뉘어진 방의 구조나 방 안 가구들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인 배치에 있어 새들메도우즈나 글렌이 피에르와 루시에게 

약속했던 신혼집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글렌이 이들에게 신혼집으로 

제시했던 집은 언제든 하인들, 벽난로, 조각들, 거울들, 유용한 집기들로 채워진 

부억들, 그릇들, 수로 등으로 정비될 공간이었지만(221) 이런 물품들이 

피에르의 가정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에르는 루시의 도착을 기다리며 

델리를 시켜 임의적이었던 방의 배치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관습적인 

가정 환경으로 재정비한다(320-321). 이렇게 루시를 맞이하기 위해 전형적인 

가정 공간으로 "전유된 방"(appropriated room)은 누추하지만 까페트, 거울, 

침구, 벽난로 등의 구색을 갖추게 되어 "꽤 아늑[해]"(pretty cosy)(322-32)진다.  

이후 작품 전체가 우스꽝스럽고 삐걱대는 감상주의적 소극처럼 변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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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재조정과 함께 피에르, 이자벨, 델리의 관계 역시 관습적인 젠더와 

계급의 경계를 따라 재정비된다. 처음 피에르는 새들메도우즈의 배타적인 가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통받는 델리에게 “진실된 염려와 동정”(true regard and 

sympathy)을 느끼고 이자벨과 자신이 “그대의[델리의] 진정한 친구들”(two true 

friends of thine; 161)이라고 말했으며 델리를 “얼버 양”(Miss Ulver; 202)이라고 

격식을 지켜 부르곤 했다. 그러나 이제 피에르는 루시의 방을 준비하기 위해 

델리를 시녀처럼 부리고(320-21) 델리가 피에르와 이자벨의 부부 관계에 

의문을 품자 그녀에게 “난폭한 말”(wild words; 321)까지 한다. “공통된 인간성 

속에서 보편적인 남매”(wide brother and sister in the common humanity; 

273)였던 피에르와 이자벨도 이제 루시와 델리 앞에서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며 관습적인 부부 관계를 연기해야 한다(324). 또한 루시는 자신이 

사도들의 초상화를 그려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사도들을 이미 그 

유한성이 증명된 이미지로 재현하려고 시도한다. 가정을 떠난 독신남들의 

소굴인 사도들의 교회 전체를 정화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루시의 합류 이후, 

피에르는 이자벨과 결합함으로써 탈피했던 글렌과의 동성간의 경쟁과 이러한 

경쟁이 담보하는 전통적인 남성성으로 회귀한다. 피에르는 일찍이 자신이 

떠나왔던 감상주의적 연극의 세계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  

루시가 도착한 이후 이자벨에게 더욱 거리를 두는 피에르의 모습은 

이자벨에 대한 복수로 읽힌다. 그러자 이자벨도 행동을 달리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외적인 모습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자벨은 루시에게 

“질투심”(jealousy; 313)을 느끼며 관습적인 아내처럼 행동한다. “승리감의 

불꽃이 이자벨의 눈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A 

triumphant fire flashed in Isabels eye; her full bosom arched out; 323)와 같은 

장면에서 이자벨은 교활해보이기까지 하다. 실제로 그동안 이자벨이 피에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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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처럼 속여왔던 것처럼 암시되고 루시의 편지가 제공한 유혹과 구원의 

서사가 정당성을 얻게 된다. 후반부로 갈수록 피에르는 이자벨이 했던 말의 

진위를 판별하는 데 이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자벨이 고정된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태를 달리한다는 사실이다(324). 즉, 이자벨이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멜빌은 이자벨이 아니라 피에르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다. 

루시의 합류 이후 피에르와 이자벨의 가정 공간이 점차 전형적인 

가정성을 지니게 되면서, 이 공간에서 피에르가 쓰는 글도 관습적인 서사로 

변질되기를 강요받는다. 루시가 오기 직전 피에르의 글쓰기는 모든 일상적인 

욕망과 문명의 요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루시가 온 뒤 “방세와 

빵값과 같은 가정의 문제들”(domestic matters—rent and bread, 338)이 피에르를 

압박하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장’의 임무를 되맡기며 그를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재진입하게 만든다. 피에르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의 일부분을 출판사에 보내는데 “인쇄된 페이지들이 이제 다음 

원고에게 받아적게 하고 피에르의 모든 다음 생각들과 이야기에 말을 

걸었다”(the printed pages now dictated to the following manuscript, and said to 

all subsequent thoughts and inventions of Pierre; 338). 관습적인 네러티브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 피에르의 책은 “이미 제한되고 강제되었으며 불완전함에 

매진[되]”(already limited, bound over, and committed to imperfection, 338)게 

된다. 여기서 운명은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서사다. 결국 재현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인간 존재 피에르는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서사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시회장을 가는 직전까지 피에르는 루시와 이자벨 사이에서 갈등한다. 



 66   

전시회장에서 피에르는 이자벨이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않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자벨의 무의미를 철저하게 깨달은 후 피에르는 이제 

스스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피에르의 폭력성은 허구적이고 연극적인 삶의 

장막을 찢기 위한 힘이다. 피에르가 연극을 끝내는 장면은 숨가쁘게 진행된다. 

글렌 스탠리와 출판사의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은 송신자의 의도와 다른 

맥락에서 역할극을 하고 있는 피에르의 폐부를 찌른다. 피에르는 돌연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Good Angel and Bad Angel)가 만들어 내는 관습적인 젠더 

프레임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피에르는 이제 중립/중성이다”(Pierre is 

neuter now!)고 외친다(360). 또한 초상화를 그리는 루씨에게 윽박지르며 새들 

메도우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재현하려는 루시의 시도를 거부한다.  

글렌을 죽이는 장면은 “도시의 바로 그 야외 무대”(the very proscenium of 

the town; 359)에서 수행하는 마지막 연극처럼 그려진다. 그는 연극의 바로 한 

가운데서 보란 듯이 무대장치의 장막을 찢어버린다. 피에르는 삶의 허구적 

장막을 찢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또한 이자벨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루시는 두루마리처럼 완전히 오그라들면서 소리 없이 피에르의 발 밑에 

쓰러진다”(Lucy shrunk up like a scroll, and noiselessly fell at the feet of Pierre; 

360). 루시의 죽음을 마치 ‘유령’이 사라지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서술자는 

그녀의 “두루마리”에 적혀 있던 멜로드라마적 서사를 종언시킨다. 피에르가 

갇힌 감옥은 또 다른 연극이 행해지는 “예쁜 응접실”(pretty parlour; 361)처럼 

그려지면서, 거꾸로 응접실이 얼마나 감옥 같은 공간인지를 폭로한다.  

피에르가 모든 연극을 끝내고 존엄성과 고귀함을 회복했을 때 키치한 

인물로 전락했던 이자벨도 엄숙함을 되찾는다. 이자벨이 피에르의 시체를 

머리카락으로 덮으면서, 피에르는 마침내 “처음에는 못마땅해했다가 마침내 

환영하는 [허공의] 품”(at first reluctant, but at last welcoming and hospital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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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속으로 떨어진다. 언제나 의미를 쌓아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려 했던 

피에르는 감옥의 돌 벽과 하나가 되어 ‘존재하지 않음’의 상태가 된다. 

이자벨은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런데 당신들은 그이를 몰라!”(All’s o’er, and ye 

know him not!; 362)라고 외치며 그의 죽음을 텅 빈 무의미의 세계로 남겨둔다.  

밀쏘프의 눈에서 남성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피에르의 손은 여자의 손처럼 

보인다.  

 피에르는 강력한 남성에 대한 욕망과 주체를 와해하려는 이자벨에 대한 

이끌림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그는 글쓰기를 매개하여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가부장이 됨으로써 이 분열을 봉합하려고 하였지만 모순은 봉합되지 

못했다. 결국 무의미를 향한 충동에 이끌린 피에르는 그의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애매함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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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멜빌 작품 대부분에 여성이 부재하거나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은 멜빌 부흥운동(Melville Revival) 이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다. 이자벨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비중 있는 

목소리를 부여 받은 여성인물이다. 그러나 『피에르』의 처절한 실패 이후 

멜빌은 다시는 가정 소설을 쓰지 않았고, 그가 작가로 재기한 계기가 된 

작품도 남성 인물들로 가득 찬 단편 모음집 『광장 이야기』(The Piaza 

Tales, 1856)이다. 또한 「나와 내 굴뚝」(“I and My chimney,” 1856)과 

「사과나무 식탁」(“The Apple-Tree Table,” 1856) 속 남성 주인공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성의 불안을 느끼며 센티멘털리즘에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피에르』에서 멜빌이 루시와 이자벨의 ‘강요된 침묵’을 

차마 무시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독신남들의 천국과 처녀들의 

지옥」에서 자기 재현의 수단을 박탈당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신체를 

조명하고, 『광장 이야기』의 도입부 단편 「광장」(“The Piazza”)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이상주의적인’ 환상을 마리안나(Marianna)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빌어 비판적으로 반성한다. 멜빌은 마리안나의 목소리를 통해 

가정과 센티멘털리즘의 사실주의를 벗어나 로맨스를 추구하는 19 세기 

미국의 남성성을 자기 검열하는 것이다. 멜빌은 평생 동안 너데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 생생한 여성 인물을 

그리지는 못했지만, 19 세기 젠더 이분법과 남성 동성사회에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며 동시대의 다른 많은 남성작가들보다 뛰어난 사회적 통찰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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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lit Masculinity and the Failure of Growth Narrative in Pierre 

 

Eunyo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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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questions the unilateral gender dichotomy and growth narrative in 

Antebellum America. Boy grows up to male subject by escaping the feminized 

domestic place to solidify and compete in Homosociety and by proving that they 

are ‘not women.’ However, Mary and Isabel, atypical female characters in Pierre, 

prevent Pierre from forming a stable masculine subject. Their Incestuous 

relationship with Pierre disturbs conventional gender dichotomy and heterosexual 

order. Unlike a typical woman with a limited freedom and means at domesticity, 

Pierre’s mother Mary preoccupies a man’s position and feminizes Pierre. But her 

domination is maintained only within the male and female dichotomy; and 

therefore does not subvert the masculine oriented gender terrain. The incest with 

Isabel, who claims to be Pierre’s half-sister, crumbles the normative heterosexual 

order and the gender dichotomy. Pierre is attracted to Isabel, but at the same time, 

he is fear of her. His masculinity is strangely split between the drive for the 

destruction of male subjectivity and the fear of losing subjectivity. Pierre tries to 

makeshift this split by forming stronger masculine subject. For this purpos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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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represent Isabel’s music by appropriating it into a masculine writing, 

but it fails. Through the failure of Pierre, Melville criticizes the gender dichotomy 

and its masculinity rooted in Antebellum America. If there is any ‘authentic’ 

growth to Melville, it is not the masculinity that is maintained by othering and 

forming boundary, but the deconstruction of gender dichotomy. 

 

Keywords: Herman Melville, Pierre of The Ambiguities, gender dichotomy, 

growth narrative, masculinity, incest,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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