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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제인 오스틴의 『설득』에 재현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탐구한다. 

오스틴 연구에서 몸은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취급 받았다. 더 나아가 정신-몸 

이분법에 의해 ‘성적인 몸’은 이성애중심적이거나 본질주의적 맥락 안으로 제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몸을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경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계면으로 보고, 

주인공 앤의 서사를 몸의 서사로 조명한다. 그에 따라 끊임없이 몸이 다치는 동시에 

아름다운 몸은 숭배되는 『설득』의 세계 안에서 유약하고 불쾌한 몸이 시사하는 가치를 

모색한다. 

 1장은 앤이 돌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앤은 

웬트워스와 파혼한 후에 구혼의 장을 탈각하면서 노처녀와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상태에서 앤은 가족과 주변 사회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다진다. 이는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원칙에 의해 실천되기보다 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가깝다. 돌봄 노동으로 몸을 통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앤은 섹슈얼리티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2장은 앤이 어머니와 과부 등 기혼 여성의 몸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에 

주목한다. 당대의 가정 이데올로기는 기혼 여성의 이상적인 상과 부정적인 상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설득』의 어머니와 과부들은 가정적 규범이 분류한 

어느 한 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가정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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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규범성을 전유하여 자신의 몸을 정의하고 활용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몸을 통해 

앤은 자신이 겪는 경험과의 유사성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재정의하면서 로맨스를 

재개할 동력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이 서로의 인식과 정체성 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려진다. 

 3장은 앤과 웬트워스의 결혼 서사에서 유약한 몸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득』의 서사는 기존의 오스틴 소설에서 나타나는 결혼 서사와 달리 

주인공인 앤에게 성숙의 보상을 안겨주지 않는다. 활력 넘치는 몸을 가진 웬트워스는 

새로운 가치를 천명하는 해군 계급의 일원으로서 등장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을 타계하는 

사람은 웬트워스가 아니라 앤이다. 웬트워스는 앤을 통해 몸에 닥친 위험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두 사람은 위태로운 몸으로도 기쁘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설득』은 유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성의 몸이 오히려 가장 몸에 대해서 잘 

알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정체성을 끝없이 

조율하는 과정 속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앤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이 가진 가능성을 발굴해 낸다. 

 

주요어: 제인 오스틴, 『설득』, 몸, 섹슈얼리티, 가정 이데올로기, 어머니, 과부, 

결혼서사, 해군 

학번: 2016-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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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몸으로 본 『설득』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설득』(Persuasion)은 다양한 몸으로 가득 찬 

세계를 그린다. 몸의 서술은 단지 인물의 외형이나 성격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설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예컨대, 소설의 첫 장부터 월터 엘리엇 경(Sir 

Walter Elliot)이 자신과 딸 엘리자베스 엘리엇(Elizabeth Elliot)의 늙지 않는 외모에 

자부심을 뽐내며 등장하여 이 사회가 몸에 가지는 관심의 극적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소설 전개의 중요한 시점마다 인물의 몸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루이자 

머스그로브(Louisa Musgrove)가 프레드릭 웬트워스(Frederick Wentworth)에게 뛰어 

안기는 장난을 하다가 추락하여 쓰러진 후에 그때까지 이루어지던 구혼의 구도가 

뒤집어지고, 결말부의 열쇠는 스미스 부인(Mrs. Smith)이 관절염을 앓아 몸을 못 쓰게 

된 경위와 연결되어 있다. 

『설득』의 몸은 유난히 자주 다치거나 어딘가 불편한 구석을 지니고 있다. 존 

윌셔(John Wiltshire)가 지적하듯 『설득』에서는 “소설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군가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로 불구가 된 것을 발견하거나 몸의 취약성이나 유약함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일어난다”(In each of the novel’s main locales is found someone who 

is disabled as a result of injury or disease, or occurs an incident that serves to remind 

us of the vulnerability or fragility of the body; Wiltshire 165).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해를 입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숭배된다. 월터 경이 “다른 모두의 

미모가 붕괴하는 와중에”(amidst the wreck of the good looks of everybody else; 8) 



 

자신과 엘리자베스가 늙지 않음을 즐거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설득』을 지배하는 

상실의 분위기는 단지 정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몸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데에서 비롯된다.1 

『설득』은 앤이 결혼 서사 혹은 구혼의 장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재진입에 

성공하는 과정을 몸을 잃어버렸던 앤이 다시 몸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그린다. 소설 

안에서 몸이 넘쳐나는 가운데 주인공인 앤 엘리엇(Anne Elliot)은 별 볼 일 없는 몸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앤은 웬트워스와의 파혼 이후 그에 대한 충격으로 “혈색과 

원기를 일찍 잃어버리는”(an early loss of bloom and spirits; 28) 결과를 맞이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수척한 앤”(Anne haggard; 

8)으로 불린다. 러셀 부인(Lady Russell)만이 빛을 보지 못한 앤의 탁월함을 안타까워할 

뿐, 앤은 몸과 함께 존재감이 스러지는 인물로 나타난다. 앤은 소설 도입에서는 연애를 

할 수 있기는커녕 사회적 입지도 좁아진 상태로 등장하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웬트워스와 재회하여 결합한다. 결합을 예비하는 후반부에서 놀랍게도 앤은 생기를 

되찾으며 엘리엇 씨(Mr. Elliot)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월터 경과 러셀 

1 많은 연구자들이 『설득』의 기본 정서가 우울(depression)과 애도(mourning)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

실과 슬픔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있는

데, 왈튼 리츠(Walton Litz)의 경우 『설득』이라는 작품이 낭만주의 시와 맺고 있는 관계를 탐구하면서 

오스틴이 『설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형식과 주제가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데이비드 모나한

(David Monaghan)은 『설득』에서 나타나는 젠트리 계층이 쇠락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낭만주의적인 정

서가 오스틴이 계급 변화 혹은 적어도 자신이 사랑하던 옛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나

타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질 하이트-스티븐슨(Jill Heydt-Stevenson)은 『설득』 속 상실과 애도의 이야

기를 “회화적” (picturesque) 미학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하이트-스티븐슨은 오스틴이 상실과 애도가 

불가피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상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

장한다. 



 

부인에게 “좋아진 얼굴”(improved looks; 136)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2 앤은 조심스럽게 

“젊음과 아름다움의 두번째 봄”(a second spring of youth and beauty; 115)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되찾는다. 앤의 서사는 몸의 서사이다. 

『설득』에서 몸이 이토록 주요한 역할과 의미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구자들은 

『설득』의 몸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애초에 몸에 관심이 

없거나 일부러 몸을 배제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예컨대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 )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으며 “오스틴은 

분별력 있고 (진실되기 보다는)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감상’도 없고 시도 없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없다”(Miss Austen being,. . . without ‘sentiment,’ without poetry, maybe 

is sensible, real (more real than true), but she cannot be great; Southam에서 재인용 

140)고 평한다. 브론테는 오스틴의 “마음의 눈”(mind’s eye)이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데에는 탁월할지 모르나, “육체적 시선”(bodily vision)이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의] 들썩이는 가슴 아래의 심장”(the heart in his heaving breast; 

Southam에서 재인용 141)을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오스틴은 소설에서 몸이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브론테가 상정하고 있는 인간의 

2 그러나 앤의 몸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에 대해 소설은 “그녀의 얼굴에 불어온 바람과 눈의 생동감에 

의해 복원되었다”(restored by the fine wind which had been blowing on her complexion, and by the 

animation of eye which it had also produced; 97)는 정도로만 언급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원인에 

의해 앤의 얼굴이 폈는지 혹은 주변 인물들이 다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이 논문에서는 앤이 더 자신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변화가 얼굴

에 생기를 불어넣는 물리적 변화를 동반했다고 본다. 이는 이후에 언급할 몸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기

반으로 한다. 



 

진정한 면모를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 

브론테는 소설가가 가질 수 있는 시선을 “마음의 눈” 과 “육체적 시선”으로 

나누어 “육체적 시선”이 우월하다고 여긴 반면, 오스틴 연구자들은 오스틴이 가진 

“정신적 눈”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증명하는 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즉 오스틴 

연구자들은 브론테가 지적한 육체의 부재를 신경쓰기보다 오스틴이 지적 정신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서술했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스틴을 지적 전통 안에 위치시키려는 

기획은 오스틴이 여성작가로서 차지하는 위치와도 연관이 있다. 오스틴이 “언제나 

숙녀”(always the lady; Simpson, Johnson에서 재인용 xv)로 자리매김하던 빅토리아 

시기에 주로 그녀는 정치적 문제에 손을 대지 않는 그저 “아주 작은 (2인치짜리) 상아 

조각”(the little bit [two inches wide] of ivory; Letters 337) 위에서 작업하는 작가로 

여겨졌다. 그에 따라 제인 오스틴을 학술적으로 중요한 작가로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오스틴이 당대의 지적 정치적 담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명하고자 했다. 

예컨대, 매를린 버틀러(Marilyn Butler)는 당대의 소설이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문제에 깊이 관여 했으며 제인 오스틴 또한 예외 없이 당파적(partisan)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스틴의 소설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전시켰다. 버틀러는 

오스틴이 취하는 소설적 형식, 즉 플롯과 주인공 묘사 등이 ‘안티-자코빈’(anti-

Jacobin)이라 불리는 보수주의 진영의 소설가들과 유사하다고 결론 내린다. 버틀러가 

오스틴의 보수적 도덕주의를 “이성, 경험, 기독교”(reason, experience, and the 

Christian religion; 95)를 중시한 안티-자코빈의 입장을 기반으로 설명하면서, 오스틴 



 

또한 소설에서 이성적 도덕을 중시하고 개인적 감정과 열정을 경계하는 소설가로 

분류되었다. 

제인 오스틴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정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존슨(Claudia Johnson) 또한 오스틴이 지적 능력에 관심이 컸음을 강조한다. 존슨은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오스틴 소설의 정치적 사회적 면모를 강조하지만, 오스틴이 진보적 

논의를 넓혔으며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존슨의 주장에서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오스틴이 지적인 정치 담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존슨은 

오스틴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버틀러조차 오스틴이 본인의 보수주의적 입장을 직접 

그 담론에 참여하면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체화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고 

지적한다(xvii-xviii). 존슨은 오스틴을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나 전복적으로 보는 

입장이나 오스틴이 실제로 어떤 글과 사회적 담론을 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계층적 

환경 혹은 정서적 상황에만 의존하여 설명한다고 비판한다(xviii-xix). 이는 오스틴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사회적 입장을 취하기 어려웠으리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존슨은 오스틴이 소설과 역사서, 철학서 등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였으며, 그 

안의 다양한 정치적 담론들을 인지하고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스틴의 작품들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맥락에서 페미니즘적 읽기를 

시도할 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와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가렛 커크햄(Margaret Kirkham)은 오스틴의 

전기적 사실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계몽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사건이나 당대 여성 

작가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커크햄은 오스틴이 울스턴크래프트가 



 

주창했던 18세기 초기 페미니즘을 알고 있었으며 오스틴의 소설이 이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커크햄의 논의는 오스틴을 계몽주의 페미니즘 맥락 안에 

놓으면서 오스틴의 소설에서 여성의 이성적 능력을 중시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도덕적 존재로 등장하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브론테와 오스틴 연구자들은 각각 오스틴에 대해 정 반대의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스틴이 지적 담론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며 몸보다 정신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비록 오스틴을 지적 

전통 안에 자리매김하려던 노력은 연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자리잡았지만, 오스틴 

소설에서 몸이 부재한다거나 관계의 성적 측면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연구자들은 오스틴의 

소설에서도 “빠르고 충만하게 뛰는”(throbs fast and full; Bront , Southam에서 재인용 

141)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는데 공들였으며, 이후에는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스틴 소설에도 몸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그러나 브론테는 구체적인 육체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많은 경우 “빠르고 충만하게 뛰는” 

무언가를 찾는 일은 곧 오스틴 소설에서 섹스를 찾는 일이 되었다. 

몸에 대한 연구가 ‘성적인 몸’에 대한 관심으로 한정되면서, 몸보다는 

섹슈얼리티를 이야기 하면서 몸을 곁들이는 양상이 되었다. 또한, 많은 경우 

섹슈얼리티의 실천은 이성애적 결합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앨리스 챈들러(Alice Chandler)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결혼이 육체적 

섹슈얼리티(physical sexuality)를 통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88). 그에 따라 성적인 몸은 곧 남녀간의 결합을 예비하는 매개만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성차의 화해로 보면서 오스틴이 그리는 

‘남성성’은 “그의 엄격한 남성적 문법”(his strict male syntax)으로 ‘여성성’은 “그녀의 

여성적 활달함”(her female vivacity)으로 제한된다(Trilling, Chandler에서 재인용 98). 

곧 몸은 ‘(여성과의 결합을 위한)남성적 섹슈얼리티를 가진 몸’ 혹은 ‘(남성과의 결합을 

위한)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가진 몸’으로만 규정된다. 

잰 퍼거스(Jan Fergus)의 경우 챈들러의 논의를 확장시키지만 마찬가지로 

이성애적 결합에 집중하고 있다. 퍼거스는 당대에 섹슈얼리티의 공인된 형태였던 

구혼(courtship)이 공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을 넘어서 장려되었다고 주장한다. 오스틴은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규범을 의식하면서도, 일상에서 섹슈얼리티가 규범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포착한다(Fergus 71). 3  그에 따라 구혼과 달리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결혼으로 끝나지 않는 시시덕거림(flirtation)이나 반함(infatuation)에 대해 오스틴이 

일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섹슈얼리티의 형식으로 

인정한다. 챈들러는 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간의 결합만 가정했다면 퍼거스의 논의는 

3 퍼거스는 품행서가 공적 영역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 대표적인 예라고 제시한다. 품행서

의 규범은 첫눈에 반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거나 여성에게 외모에 대한 자기검열을 요구하고 먼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하는 등 낭만적 사랑의 관계를 특정한 모습으로 정의한다. 품행서는 주로 

구혼의 과정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제한하는데 공을 들이지만, 오스틴은 그 규범을 

의식하면서도 그 규범이 실제로 구혼의 현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양상들을 섬세히 포착한다. 예를 들

어, 품행서는 주로 여성의 외모를 유혹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죄악시한다면 오스틴은 오히려 남성의 

“잘생긴 외모와 매력이 반드시 호의적인 반응과 치우친 판단을 만든다는”(that good looks and charm 

inevitably create favourable responses and biased judgement; Fergus 71) 설정을 활용하면서 여성이 

경험하는 구혼의 양상을 더욱 다양하게 재현한다. 



 

시시덕거림의 영역에서 누리는 쾌감을 말하면서 오스틴이 다루는 섹슈얼리티의 영역을 

확장한다. 

섹슈얼리티의 정의가 협소해지면서 섹슈얼리티를 발휘할 수 있는 몸 또한 

활기찬 몸으로 한정된다. 오스틴 작품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언급되는 예시는 

엘리자베스 베넷(Elizabeth Bennet)이다. 예컨대, 챈들러는 그녀의 눈빛을 분석할 때 

“매력의 일부는 확실히 그녀의 활기와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섹슈얼 에너지가 주는 

감각”(But part of the attraction is surely a sense of her vitality, of a freedom and 

ultimately of a sexual energy; Chandler 96)이라고 설명하면서 엘리자베스의 활기와 

섹슈얼리티를 연결시킨다. 그러나 활기찬 섹슈얼리티는 정작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오스틴에게서 적극적으로 육체적인 

섹슈얼리티를 찾으려고 했던 챈들러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오스틴의 

예술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인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 

육체적인 것을 감정적이고 지적인 것과 융합하는 방식이다”(What is more important 

about Jane Austen's art, however, is the way in which she fuses the physical with the 

emotional and the intellectual to create a sense of total human relationships; 94)라는 

말이다. 챈들러 또한 오스틴에게서 섹슈얼리티를 발견했지만 육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많은 비평가들은 오스틴이 그리는 육체적 섹슈얼리티를 다른 

면모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퍼거스 역시 오스틴의 소설에서 가장 중시되는 친밀감은 지적인 측면과 성적인 

면이 결합하는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멘토 관계, 성적 대립관계, 



 

시시덕거림, 반함”(the mentor relation, sexual antagonism, flirtation and infatuation)과 

같은 섹슈얼리티의 구체적 실천은 “동등한 사이의 완전한 앎과 친밀함으로 심지어 

이끌거나 자리를 내주는”(give way to or even lead to full knowledge and intimacy 

between equals; 83) 역할에 그친다. 이는 퍼거스가 오스틴의 소설에서 섹슈얼리티뿐만 

아니라 감정적, 도덕적, 사회적 갈등들이 모두 마지막에 해소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83). 이러한 해석은 “완전한 앎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오스틴이 각각의 소설에서 다르게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현상으로 

간과하게 만든다. 육체적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오스틴이 그리는 ‘정신적’, ‘지적’ 

탁월함에 기대야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섹슈얼리티의 정의 또한 한정되면서 ‘성적인 몸’을 이야기해도 

몸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다. 챈들러는 자신 있게 신체 언어를 분석하여 육체적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반-은유적인”(semi-metaphoric; 96) 

층위에서 몸과 섹슈얼리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챈들러는 춤이 구혼 과정에 대한 

은유임을 짚어내지만, 실제로 “접촉이 허용된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one of the few 

places where. . .touching is allowed)인 무도회에서 인물들이 겪는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가까워짐과 멀어짐이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94-95). 몸을 동반하는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반으로 섹슈얼리티의 

존재를 ‘추적’하지만, 몸은 섹슈얼리티를 표시할 수 있는 기호정도로만 사용하고 몸 

자체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하는 역할은 충분히 숙고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의 정의가 한정되면서 오스틴의 소설에서 몸이 논의되지 못하는 



 

증상은 수잔 모건(Susan Morgan)의 주장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모건은 오스틴의 

소설에서 섹스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모건은 18세기의 소설적 전통 

안에서 섹스는 당대 사회의 실제 실천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설의 형식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347). 18세기 소설 속 인물과 플롯이 관계 맺는 

방식은 “선한”(good) 인물을 “행동, 사건, 플롯이 공격하는”(action, event, plot is an 

attack on character; Morgan, “Why There’s” 347) 구조이다. “선한” 주인공에게 공격을 

가하는 구도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고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처녀’인 여성 

주인공이 성적으로 위협 당하는 구도였다. 따라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채택되지만 

정체성의 변화는 성적 위협에 의해 고통 받아 변화하거나 견뎌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을 현실화 하고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일은 오로지 

남성에게 달려있다”(realizing the action, having the power to change that identity, can 

only be up to the man; “Why There’s” 348). 따라서 모건은 제인 오스틴이 의도적으로 

섹스를 자신의 소설에서 배제해서 여성 인물에게 새로운 서사적 주체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건의 논지를 밀어붙이면 “신체적인 것이, 곧 남성적인”(physical, and 

therefore masculine; “Why There’s” 355) 성질로 정의된다. 즉, 여성 주인공을 

위협하던 남성 중심적 섹스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몸과 관련된 전반 또한 남성적 성질로 

쉽게 묶인다. 그에 따라 여성의 몸을 논의할 맥락은 축소된다. 챈들러 또한 18세기 

소설의 문법과 비교했을 때 구애의 과정에서 더 이상 남성 인물이 여성 주인공을 

신체적으로 공격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결과 여성의 육체적 섹슈얼리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아시의 “언어 강간”(verbal rape)에 가까운 구혼을 거절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그녀의 기지에 의지해 살아남기”(can only live by her wits; 

Chandler 98) 때문이다. 챈들러의 해석은 “활달함”이라는 단어로 여성의 육체에 힘을 

불어넣는 듯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발휘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는 위협에 맞서 방어하는 

행위로 제한되고, 그 방편 안에 몸은 전혀 논의되지 못한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몸이나 육체적 섹슈얼리티를 언급하는 연구에서조차 몸이 

부차적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활달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몸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읽고자 하기 때문이다. 존 윌셔(John Wiltshire)는 이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오스틴에게서 성적 강렬함(sexual intensity)을 발굴하려고 했다고 

지적한다. 즉 그들은 오스틴이 그리고자 하는 섹슈얼리티 혹은 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보다 “욕망의 열정이나 온기 혹은 강렬함”(ardour or warmth or intensity of 

desire; Wiltshire 2)이 부재한다는 문제 의식을 품고 오스틴의 소설에서 그 활달함과 

열기를 복원하려고 노력했다. 애초에 활달한 섹슈얼리티를 발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몸은 ‘성적인 몸’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이 관점은 인물의 

섹슈얼리티가 몸을 통해 구현되는 바를 충분히 읽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논의하는 가운데 몸을 읽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과 몸을 양분하는 이원론적 사고관 때문이다. 정신-몸 이분법은 쉽게 ‘성적인 

몸’을 정신과 분리하고 성적인 몸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의한다. 오스틴의 

소설에서 다시 몸을 발굴하고자 한 연구 또한 몸을 성적인 몸으로만 한정하거나 성적인 

몸을 활달하고 열렬한 성질을 가진 몸으로 제한하면서 여전히 정신-몸의 이분법에서 



 

파생된 사고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정신적 지적 측면과 감정 욕망의 측면을 구분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는 서구의 학문적 탐구에 오랫동안 기반으로 자리해온 정신-몸 

이분법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크리스 쉴링(Chris Shilling)과 닉 크로슬리(Nick 

Crossley) 등이 정리하듯 플라톤의 철학부터 잉태되었던 이분법적 구분은 

데카르트(Rene Descartes)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데카르트는 회의법을 통해 사고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의심 없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정신과 몸을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이라고 정의했다(Crossley, 131). 데카르트적 정신-몸 이분법은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를 파악할 인식을 가질 수 없다고 정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체와 대상은 항상 분리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신을 우위에 놓고 몸을 객체화 한다.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상학은 정신과 몸을 

구분하는 데카르트적 사고관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크로슬리는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과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논의를 정리하며 현상학이 

구성하는 몸의 정의를 정리한다. 크로슬리에 의하면, 후설은 데카르트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몸은 지각하는 주체이자 대상이며 우리의 의식 또한 육체적 지각을 

통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Crossley 131-33). 메를로 퐁티는 후설의 논의를 발전시켜 

우리의 의식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간의 육화된 관계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Crossley 133-35). 메를로-퐁티는 이를 ‘지향성’(intentiona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실존이 세계와 단단히 엮여 있으며, 그 관계와 체험은 언제나 

몸이라는 육체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크로슬리는 메를로-퐁티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인간과 세계,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파악하는 편에 가깝다고 

정리한다. 감정이나 표정 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표현과 내면적 사고 사이의 

인과를 생각하지만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면 몸의 표면과 내면이 구분되는 물질이 아니라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와 개인,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무조건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작용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가 제시하는 몸-주체는 정신-몸 이분법에서 시작되는 다른 

이분법—남성/여성, 공적 공간/사적 공간 등—을 해결해야하는 페미니즘의 전략에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페미니스트들은 메를로-퐁티가 가정한 보편적인 몸과 

행위자가 모두 남성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메를로-퐁티는 몸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지각하고 활동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I can)는 감각을 통해 

실존한다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주체의 ‘원함’이나 ‘지향함’은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체는 행동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Crossley 37). 

아이리스 영은 메를로-퐁티의 몸주체가 ‘할 수 있다’로 실존한다고 정의하면서 

여성의 몸이 마주하는 ‘할 수 없다’(I cannot)는 감각을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4  영은 

여성의 경험이 어떤 본질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여성성’에 기반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4 김진아는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수용하고 재해석하고자 했던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이나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현상

학과 이들의 주장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김진아는 메를로-퐁티의 이론이 애초에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주체가 아닌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며 우연적이고 특정한 몸”을 상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몸을 허용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9). 김진아의 주장 또한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만,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다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주하는 상황적 제약들로 인해 많은 경우 ‘초월성’(transcendence)을 희구하면서도 

‘내재성’(immanence)의 제한을 맛본다고 설명한다. 영은 여성들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중에도 본인이 행동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생각한다든지, 

연속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절적으로 경험한다든지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전반적으로 몸의 가능성과 행동 반경이 투사되어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다시 그 상황에 의해 몸의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즉 물리적인 몸이 

내재적 한계를 가졌더라도, 상황은 몸이 하고자 하는 바를 거스르지 않으며 오히려 몸이 

유동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영이 관찰한 대로 여성은 많은 

경우 내재성에 의해 “덮친”(overlaid)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성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육체적 가능성을 다 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대상이자 주체로서 살아나간다”(the woman lives her body as object as well as subject, 

Young “Throwing Like” 44) 

영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 구축되는 몸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을 기반으로 현대 여성의 상황을 설명한다.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는 

몸을 둘러싼 긴 철학적 논의의 역사 속에서 몸을 규정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상황에 반응하는 몸을 설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조류가 몸을 이해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한다.5 그로츠는 메를로-퐁티와 프로이트 등을 묶어 “정신적인 

각인, 몸 쾌락 감각 경험의 코드화”(psychical inscription and coding of bodies, pleasures, 

5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의 번역은 『뫼비우스 띠로서 몸』 

임옥희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sensation and experiences; Grosz 117)에 관심을 보이며 “의미화 체계에 얽혀 의미가 

부여되고 경험된 것으로서의 몸”(the body as it is experienced, rendered meaningful, 

enmeshed in systems of significations; Grosz 116)에 초점을 맞춘다고 정리한다. 이들은 

뫼비우스 띠 표면의 ‘안쪽’을 이야기 하고, 푸코와 들뢰즈 등을 묶어 

“법 권리 욕구 사회적 요청 관습 육체적 습관”(law, right, requirement, social imperative, 

custom, and corporeal habits; Grosz 117)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사회적 대상이자 

제도화된 권력(담론적인 것과 비담론적인 것)의 다양한 체제에 의해 표시되고 흔적으로 

남아 쓰여진 텍스트로서”(the body as a social object, as a text to be marked, traced, 

written upon by various regimes of institutional, (discursive and nondiscursive) power; 

Grosz 116)의 표면적인 몸에 집중하면서 뫼비우스 띠 ‘바깥’ 표면을 이야기 한다(115-

29). 그로츠는 뫼비우스 띠라는 개념을 통해 이 두 갈래의 이해를 연계하고자 노력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상학의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영과 그로츠의 논의를 받아들여, 

몸이 사회적 논의가 새겨지는 표면이자 인간의 행동이 육체화 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몸을 사회적이자 생리적이며,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뫼비우스 띠”라고 

이해할 때, 몸이 초월적이고 급진적인 힘을 따로 가지고 있지도, 그렇다고 언제나 

담론에 복속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몸은 그 두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상호작용 하는 장이다. 따라서 몸을 통해 인간의 세계와 삶을 이해할 때, 다른 해석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여성으로 살아갈 때 개인의 경험이 몸으로 표면화되는 

일과 사회적 담론이 몸의 표면에 새겨지는 일의 모순이 가장 복잡하게 작용한다. 영이 

지적한 대로, 여성의 몸은 계속해서 내재적 상황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이 

자신의 몸 위에 덧씌우는 바를 더 자주 의식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몸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여성의 몸이 경험하고 재현되는 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몸을 다시 정의하면,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의도 달라진다. 그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이성애적 결합을 위한 에너지라고 해석한 챈들러와 퍼거스의 입장이나 

섹슈얼리티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힘이라고 규정하는 흐름에서 탈피할 수 있다. 존 

윌셔가 제인 오스틴 연구 중 몸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놓고 연구하면서도 아예 

섹슈얼리티라는 키워드가 아닌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몸을 재조명한 이유 또한 

섹슈얼리티를 근원적 힘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윌셔는 여타 페미니즘 비평이 

지적해온 이데올로기적 환경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욕망의 문제가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셔가 몸을 논의하면서 섹슈얼리티 혹은 

욕망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제 3단계’ 페미니즘(‘third phase’ of 

feminism)에 접어들어 이들이 몸을 복권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적인 유산을 토대로 

“몸의 문제들을 욕망의 항목 아래로 구성한”(to frame questions of the body under the 

rubric of desire; 16) 것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윌셔는 욕망이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데 가장 “몸에 대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사실”(the prime, the determinant fact 

of the body, 16)로 삼는 것을 거부했다. 

윌셔는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아서 클라인만(Arthur Kleinman)의 입장에 입각해 

제인 오스틴이 다루고 있는 몸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문화에 의해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리(physiology)와 문화(culture)의 경계면(interface) 역할을 

하고 있는 몸이라고 말한 바 있다(17-18). 6  이는 앞서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몸의 

정의와도 같다. 이 정의에 따라 몸의 질병과 증상을 “주어진 이데올로기적 구조 안에 

위치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포함”(belongs to the discussion of women's roles that 

is situated, necessarily, within a given ideological framework; 4-5)시켰듯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또한 문화와 생리가 만나는 경계면이 될 수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사회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적 구조에서 여성의 욕망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동반자적 결혼이나 가정의 구성에 대한 강조 등은 여성의 역할, 특히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가진 가능성을 재단하는 데 공을 들였다. 따라서 당대에 여성의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섹슈얼리티를 ‘경계면’으로 바라본다면, 윌셔가 지적한대로 언제나 젊고 강하며 

아프지 않은 몸을 가진 상태만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라고 정의할 수 없다. 다른 

연구자들이 반복했던 것처럼 가정을 꾸리기 위한 이성애 로맨스를 중심으로 한, ‘활기찬’ 

모습을 섹슈얼리티로 정의하는 경향은 불충분하다. 여성의 몸에 결혼과 구혼이 불가피한 

사회적 상황으로 작동하지만,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에너지는 그 상황과 

6 윌셔가 논의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아서 클라인만은 의학자로서 앓음(illness)을 질병(disease)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자신의 몸과 병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 앓음이 문화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앓음이 “몸이 문화에 

참여하고 문화에 의해 결정되게 하는 주요한 수단” (the main means by which the body participates in 

and is determined by culture, Wiltshire 12)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논문은 오스틴이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양상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오스틴 소설 안에서 이성애 로맨스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의 활달하고 적극적인 몸으로 나타나는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다른 위치의 여성들—

어머니, 과부, 노처녀—이 구혼이나 연애 관계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척하고 아름답지 않은 

몸을 통해서도 여전히 섹슈얼리티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유지할 때, 섹슈얼리티가 

구체적인 구혼의 행동이 아닌 다른 몸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되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몸의 현상과 섹슈얼리티와의 연결성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몸의 

행동 혹은 현상들이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절적이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설득』은 다양한 몸으로 넘쳐나며, 소설이 몸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이전의 오스틴 소설들에서 몸은 

어떠한 인물을 설명하는 특징이나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기보다는 순간적 몸의 현상들—

홍조, 제스쳐, 표정 등—이 어떻게 표현되고 읽히는지에 더 많이 주목했다. 이는 줄리엣 

맥매스터(Juliet McMaster)의 설명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맥매스터는 18세기 중후반에 

골상학 등 몸이 정신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유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몸이 

어떤 메세지나 성질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18세기 

초중반에는 이러한 몸과 몸 읽기에 대한 인식을 소설화하면서 “읽기 쉬운”(legible) 몸을 

미덕으로 삼는 소설이 많았다. 맥매스터는 오스틴의 소설에 이르면 인물이 읽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몸과 몸 언어를 읽는 능력이 중시된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몸이 표현하는 바가 엄격히 코드화 되어있었다면 세기가 지나면서 몸의 

가독성(legibility)이 문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매스터가 

보기에 오스틴 소설에서 몸은 의미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장이 된다. 

특히 『설득』은 몸이 표상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물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자체를 자주 언급하고 중요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월터 경과 

엘리자베스의 미모가 그들의 어떤 도덕적 자질을 뜻하지도 않지만, 그런 외모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머스그로브 부인(Mrs. Musgrove)의 

육중한 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서술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우선 그 몸의 

존재감이 강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자세히 묘사된다. 소설 

내내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을 호소하는 메리 머스그로브(Mary Musgrove)의 몸, 쇄골 

부상을 당하는 어린 찰스(little Charles)의 몸, 덩치가 있는 머스그로브 부인의 몸, 

다리가 불편한 하빌(Captain Harville)의 몸,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스미스 부인의 몸 

등과 대면하게 된다. 

초기의 비평들은 직접적으로 『설득』의 몸에 집중하지 못했다. 예컨대 왈튼 

리츠 (Walton Litz)는  『설득』이 “육체적 삶의 감각을 소설의 언어와 구조로 만드는 

데”(to build this sense of physical life into the language and structure of a novel; 225) 

가장 성공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다. 리츠는 『설득』에서 사용되는 이 

물리성이 몸뿐만 아니라 풍경을 묘사할 때에도 나타난다는 데 좀 더 주목하면서 어떻게 

자연의 시적 리듬이 감정과 소설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한다(Litz 223-28). 즉 

리츠의 비평은 여전히 축자적인 의미의 몸을 본격적으로 논의의 중심으로 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연구들에서도 몸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인 

앤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앤의 감정이 구성되고 서술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설득』은 주로 앤의 주관적 내면을 

통해서 서술된다. 개인의 내면에 천착하는 서술은 결과적으로 앤의 감정을 섬세하고 

집요하게 추적한다. 『설득』이 앤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exclusively subjective 

viewpoint; 277)을 통해 모든 것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매를린 버틀러는 『설득』을 

“제인 오스틴의 소설 중 전적으로 당파적이지 않은 유일한 것”(It is the only one of Jane 

Austen’s novels that is not whole-heartedly partisan; 291)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이전에 버틀러가 개인의 내면과 감정에 천착하는 서술이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소설이 택한 기법이라고 설명한 바와 대조된다. 버틀러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오스틴의 소설이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창하기에 도덕적 

진실과 멀어진 개인적 감정에 대한 진술이 전체적 형식과 어긋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버틀러 자신이 인정했듯이 앤이 재현될 때 지속적으로 “감각이 이성과 

사실보다 더 확실한 우위가 있다”(the senses have a decisive advantage over reason and 

fact; 277)고 암시된다. 그렇다면 소설의 재현을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버틀러가 은연중에 인정했던 대로, 앤의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서술은 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중요한 요소로 만든다. 그러나 주관적 감정이 앤의 내면 서술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스틴은 앤의 감정이 몸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섬세히 묘사하면서 감정이 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한다. 수잔 모건은 앤의 감정은 단순한 열정적 사랑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 주변의 삶에 좋음과 이해력을 끼칠 수 있는 동력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as the desire to make sense of her own life and to be a force for 

understanding and good in the lives of those around her; In the Mean Time 174)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설득과 통찰로 나타나는 “앤의 감정적 이해의 방식”(Anne’s 

mode of emotional apprehension; In the Mean Time 172) 덕분에 가능하다. 모건은 앤의 

이성적 능력이 감정과 떨어져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앤은 오스틴의 세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해 변화하고 다른 사람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모종의 힘을 

가진다. 모건은 이러한 앤의 능력을 “발휘”(exertion)라고 정의하고, 낭만적 사랑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든 간에 “발휘”의 영역 안에 있다고 이해한다. 다만, 모건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과 장소들을 사랑하는”(Loving herself and most of 

the people and places she is surrounded by; In the Mean Time 190) 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 예컨대 사랑, 행복, 발휘 등은 앤의 감정이나 욕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모건은 막연히 앤의 욕망과 감정을 낭만적 사랑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앤의 감정이 성적인 감정과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모건이 설명하고자 하는 감정과 이해력의 실천은 결국 다른 사람의 몸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앤의 감정에 관해 진행된 논의를 몸을 중심으로 

재해석한다면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앤의 감정의 문제는 사회적 규범과 앤의 욕망이 타협점을 이루는 

장이기도 하다. 메리 푸비(Mary Poovey)는 『설득』에서 “적절함”(propriety)이라는 



 

사회적 도덕적 규범이 개인의 주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225-226). 앤의 개인적 감정이 도덕적 권위를 가지게 되는 과정과 앤이 

사회적 규범을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유용하는 모습을 통해 오스틴은 “적절한” 

행동에 심리적 차원을 제시한다. 그런데 푸비는 앤이 맞닥뜨리는 감정적 복잡함을 

설명할 때 적절함이라는 규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주목하다 보니 앤이 그 과정에서 

얻는 만족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 부정적 특징에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앤이 택하는 행동 원칙을 기독교적 윤리라고 설명한다. 앤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가운데 도덕적 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앤의 

“만족”(satisfaction)은 다소 부차적이고 추상적인 자기 이득 정도로만 제한하게 된다.  

푸비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고통’, ‘욕망’과 ‘쾌감’ 같은 단어들은 푸비의 

주장을 몸의 이야기로 확장시킬 여지를 제공한다(226). 푸비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을 

몸과 감각의 문제로 초점을 돌릴 때, 앤의 감정이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 체화하고 실천하는지 도덕 원칙에 입각해 설명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 앞서 정리한 몸의 정의에 입각하여 보면 감각과 감정 또한 규범에 의해 

구성되는 동시에 개인의 감정이 규범의 의미를 다시 쓰는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몸을 통해 감정의 구성을 살펴볼 때 푸비가 설명하고자 했던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스틴 소설에서 고통이나 쾌감과 같이 

육체적 감각이 중요한 감정에 주목하는 연구도 늘어났다. 앤이 켈린치 홀(Kellynch 

Hall)이나 어퍼크로스(Uppercross)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관찰자이자 



 

주변인이지만, 서사는 앤의 몸이 느끼는 고통과 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주디 반 시클 존슨(Judy van 

Sickle Johnson)은 육체성 특히 육체적 쾌감을 바탕으로 앤과 웬트워스의 로맨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한다(44). 『설득』의 서사는 “뼈저리게 육체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파열”(rupture, . . . the consequences of which are also acutely physical)로 시작해서 

“동일하게 강렬한 신체적 감각과 자의식을 동반하는 재결합”(the reunion, . . . 

necessarily involves strong physical sensations and self-consciousness)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무방하다(46). 반 시클 존슨은 어퍼크로스, 라임(Lyme), 

바스(Bath)의 콘서트 홀 등의 장면을 집요하게 분석하면서 앤과 웬트워스가 거의 대화 

없이 시선과 접촉을 통해 서로의 육체적 존재감을 느끼는 사이에 감정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그 신체적 경험이 묘사될 때 

고통, 수치와 함께 쾌감을 동반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앤이 신체적 감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한다는 것이다.7  

반 시클 존슨이 앤이 감각하는 쾌감을 강조하긴 했지만, 앤이 몸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완연한 젊음과 성적인 힘을 온전히 되찾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설은 오히려 

비참해 보일 만큼 보잘것없는 앤의 몸이 나아지는 결과보다 그 상태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더 집중한다. 로빈 워홀(Robyn Warhol)은 이 과정에서 앤이 겪는 

“비록 낭만적인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앤에게 상당한 불편함과 불안을 가져오긴 하지만, 앤은 그 불

편함을 편안해 한다”(Although the rekindling of romantic sensibilities causes Anne a good deal of 

discomfort and agitation, she is nonetheless comfortable with discomfort; van Sickle Johnson 44)는 

점이 반 시클 존슨의 핵심적인 지적이다.



 

고통의 감각에 주목한다. 앤은 서술의 중심에 놓이면서 보기(looking)를 집착적으로 

수행하며, 워홀은 보는 행위가 눈이라는 신체 기관으로 행해지고 몸으로 감각되는 

행위라고 명시한다. 워홀은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바라봄 당하는 행위가 앤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앤이 서술의 중심에 서면서 고통에 더 취약해지는 

동시에 소설은 “그녀를 그런 신체적 취약성을 말할 수 있는 독특한 권위의 자리에 

놓는다”(puts her in a peculiar position of authority to speak of such physical vulnerability; 

7). 그에 따라 대상을 철저히 대상화하거나 아예 보지 못하는 남성적 시선과 다른 

“확연히 여성적인”(distinctly feminine; 9) 앤의 시선이 소설의 중심을 차지한다. 앤은 

“그녀의 시선 아래에 오는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의 중요성을 함께 통합하면서”(by 

succeeding through that act in bringing together the interior and exterior significance of 

the people who come under her gaze; 18) 텍스트에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몸, 

바라보는 주체와 대상 등의 이분법을 모호하게 만든다. 즉 워홀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적 

시선의 주체가 통합적인 몸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통합적인 몸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워홀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없다. 워홀은 앤의 서술의 중심에 놓이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다음에 앤이 느끼는 다른 불편함으로 다른 여성들, 특히 어머니의 몸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다. 워홀은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앤이 몸과 맺는 관계가 변하고 나아지며, 그 

이후에 다른 여성들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나서야 고통을 딛고 통합적 이해로 

나아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앤이 어떻게 다른 여성들의 몸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앤의 몸이 결혼과 어머니라는 위치와 맺는 관계의 양상은 “모성, 



 

연약함, 육체성이 마지막에 앤 자신의 결혼의 경험을 통해 통합될 수 있다”(maternity, 

tenderness, and physicality can come together in Anne’s own experience of marriage in 

the end; 18)는 한 마디로 간단히 넘어간다. 결국 앤이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 

어머니로 대표되는 다른 여성들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앤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몸, 특히 기혼 여성의 몸이 더욱 부각되어 등장한다는 

워홀의 지적은 사실이나, 이들의 몸이 앤의 서사에 어떤 점을 비추고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반 시클 존슨과 워홀이 전개한 몸의 고통과 쾌감의 문제는 메리앤 

오패럴(Mary Ann O’Farrell)에 와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뤄진다. 이들의 논의가 

『설득』에서 나타나는 몸, 특히 앤의 몸이 감각하는 바가 어떻게 소설의 서사를 

만드는지는 설명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앤의 몸이 경험하는 바를 고통 혹은 쾌감으로 

나누어 어느 한 쪽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오패럴은 수치(mortification)를 중심적으로 

분석하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각과 쾌감의 복잡한 관계를 정교하게 설명한다. 

오패럴은 수치는 홍조(blushing)라는 몸의 현상을 통해 나타나며 이 안에서 도덕적 

순응과 쾌락의 의미가 교차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오패럴은 오스틴의 소설에서 

작동하는 성애(erotics)가 수치를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득』에 와서 

오스틴은 앤을 통해 수치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에로틱한 성취가 아닌 

무감각(insensibility)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밝힌다. 수치가 성애뿐 아니라 무감각이 

될 수 있는 상태는 앤의 몸이 겪는 체험을 특징적으로 잘 묘사한다. 반 시클 존슨과 

워홀이 앤의 고통과 쾌감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된 맥락에도 앤이 자신의 몸으로 



 

감각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양상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적이다. 고통과 쾌감은 상반된 

감각이 아니며 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얽혀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앤의 감정과 감각을 어느 한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하다 보면 그에 따라 

앤이 느끼는 감정과 그에 의거한 행동을 한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오패럴의 논의는 앤의 이야기를 다시 젊음을 획득하는 환상의 서사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몸의 힘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영감을 준다. 

오패럴은 수치의 성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활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패럴은 앤의 수치와 홍조가 규범적 감시와 적절함의 결과가 아닌 “성애화된 내면이 

체험된 경험”(the felt experience of an eroticized interiority; O’Farrell 50)으로 변하면서 

앤이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말한다. 또한 앤이 주변화 되면서 느끼는 

수치의 감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의 안팎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세계의 중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패럴의 논의는 여성이 주변화된 자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정체성이 회복되는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들이 단지 주인공인 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앤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여성 인물에게도 해당한다고 확장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득』의 세계에서 

여성의 몸은 반드시 젊음과 활력을 회복하지 않더라도 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앤을 비롯한 여성 인물들이 가진 수척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몸이 수행ㄱ하는 역할과 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논문은 수척한 



 

몸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지향과 행동 덕분에 섹슈얼리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정체성도 회복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많은 연구는 수척한 몸에서 섹슈얼리티를 읽어내는 

데 실패하거나, 섹슈얼리티를 읽는 데 집중하여 성적인 몸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수척한 몸, 수척한 몸을 뒤따르는 행동과 현상, 

섹슈얼리티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망가진 앤의 

몸은 섹슈얼리티의 좌절에서 시작하여 몸과 정체성까지 지워지는 위기를 겪지만, 소설이 

진행되면서 성적 만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앤은 수척한 몸으로 육체적 쾌감과 고통을 느낄 때 가만히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몸이 뻗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낸다.  

『설득』은 결국 몸이 취약하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젊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여성들이 살아남아 중심에 자리잡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우선 사회적 

정체성의 규정이나 로맨스의 완성과 관계없이, 활기가 결핍된 여성의 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를 조명한다. 사회적으로 재단되는 섹슈얼리티는 오로지 이성애적 

결합과 가정을 위해서 나타나지만, 『설득』은 앤과 다른 여성의 몸을 통해 섹슈얼리티가 

사회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몸의 에너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이 영향력이 앤과 주변 여성들의 무리를 넘어 

웬트워스와 주변 사회로 뻗어나가면서 굳센 몸이 아닌 유약하고 불쾌한 몸들이 발휘하는 

힘에 주목한다. 

1장은 앤의 몸이 ‘혈색’을 잃은 것이 사회적으로 ‘노처녀’로서 의미화된 

과정을 살피고, 앤의 몸이 사회적으로는 ‘성적인’ 가능성이 박탈된 몸이지만 어떻게 



 

돌봄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확보하는지, 더 나아가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2장은 앤을 둘러싼 기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성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가정성 이데올로기로 정의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전유하여 섹슈얼리티를 발산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의 몸을 매개하여 

앤의 로맨스가 전개된다는 점을 짚어볼 때, 섹슈얼리티를 발휘하는 여성의 몸 사이에 

교류가 발생하며 느슨한 연대가 가능해진다. 3장은 앤과 웬트워스의 결혼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앤과 웬트워스의 결합이 기존의 결혼 서사와 다르게 완성과 

보상의 서사가 아니라 몸이 상하는 것을 살아내는 경험의 서사임을 밝힌다. 또한 이를 

웬트워스가 지닌 해군이라는 직업의 특성과 연결시켜 사유한다. 

 



 

1. “수척한 앤”과 돌봄 

주인공 앤의 가장 큰 특징은 “혈색을 일찍 잃어버린 것”(an early loss of bloom; 

28)이다. 이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져버렸다는 의미이다. 특히 소설 도입부에서 아버지인 

월터 경이 외모를 끔찍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과 대비되어 앤의 보잘것없는 몸이 더 

강조된다. 이 사실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설득』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젊고 

아름답지 않은 여성의 몸은 사실상 어떤 쓸모나 가능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나이 듦이란 젊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해당한다(Ottaway 

41). 여성의 몸에서 나이는 단순히 몸의 노화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 작동한다. 

혈색을 잃어버린 앤은 가족 안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nobody; 7)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기인 이유는 여성의 몸이 결혼에 단단히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구혼 가능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에 기인한다. 특히 월터 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여성의 몸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편협하다. 엘리자베스가 앤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각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처음 사교계에 나왔던 13년 전과 똑같이 아름다운 엘리엇 양”(still 

the same handsome Miss Elliot that she had begun to be thirteen years ago; 8)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이유로 “언젠가는 어울리는 결혼을 할 

것”(Elizabeth would, one day or other, marry suitably; 8)이라고 기대되는 모습에서 

여성의 젊음은 아름다움을 척도로 정의되며, 그 아름다움은 곧 결혼 가능성과 



 

동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몸이 없는 여성은 결혼을 통해 충분한 재산과 

지위를 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쓸모 없다는 월터 경의 생각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수척한 앤”(Anne haggard; 8)에게 결혼을 기대하지 않기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앤은 켈린치 홀뿐만 아니라 어퍼크로스에서도 머스그로브 자매나 

친척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대신 오히려 메리와 머스그로브 부인의 신경전을 중재해줄 

법한 연장자로 여겨진다. 결혼의 가능성과 로맨스의 가능성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쨌거나 앤의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둘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몸이 

망가지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로맨스가 불가능한 몸은 사회적으로 

무용하다고 판정 받는다. 앤은 구혼 가능한 몸이 없어지면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한다. 즉, 구혼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할 

가능성조차 희미해진다. 

당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는 결혼한 부인이나 결혼 예정인 젊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주변화되었다. 8  “여성은 ‘결혼했거나 결혼할 

예정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부인이나 어머니로서만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것으로 

8  특히 18세기에는 이후의 빅토리아 시기 보다 미혼 여성이 많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다. 전쟁이나 식민지로의 이주, 해군 입대 등으로 인해 미혼 인구가 늘어났는데, 인구 조사 자

료에서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나 이주가 대부분 젊은 남성에 한해 이루어졌던 사실로 미

루어 보아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의 경우 귀족 가

문에서는 딸이 여럿일 때 막내 딸일수록 지참금을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많았다. 지참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귀족 가문의 딸은 자신보다 계층이 낮은 남성들의 구혼을 받았는

데, 여성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귀족 가문의 남성보다 여성이 중산층과 결혼하는 

것을 꺼렸다. 그 아래의 계층의 경우 임금의 하락과 결혼 여부가 모종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

측된다(Hill, Women, Work 221-26). 



 

생각되던 때에, 그리고 ‘처녀’임은 근본적으로 결혼을 위해 통과하는 일시적 상태로만 

여겨지던 때에”(In a period when women were ‘understood either married or to be 

married’, when they were only regarded as fulfilling their destiny as wives or mothers, 

and when to be a ‘maid’ was essentially a temporary state passed through on the way 

to marriage; Hill, Women, Work 221),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경로였기 때문에 여성이 독립적 가정에 편입하지 못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닥뜨렸다. 미혼 남성은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았으나 미혼 여성들은 모두 “그들이 만들어진 유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거부했으므로”(because they refuse to be used to that end for which they were only made; 

Burton, Hill에서 재인용 229) 사회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결국 

노처녀가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혼 여성이 중상류층일 경우 운이 

좋다면 다른 가족이 이어오던 가업을 경영하거나 가족의 수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다가 남자 형제의 객식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가족의 온갖 집안 일과 돌봄(nursing)을 맡아서 해야했으며 오로지 남자 

형제와 그 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의 노동은 가족의 부수적인 

수입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 본인의 생활을 완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웠다(Hill, Women, Work 232-35). 

문화적으로는 18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노처녀”(spinster)라는 말이 실 잣는 

사람이 아닌 노처녀를 비하하는 단어가 되었다(Hill, Eighteenth-Century Women 124). 

또한 여러 문학 작품에서는 과부 혹은 노처녀가 희화화된 인물로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나이든 여성 인물들”(mature female 

characters who experience and express sexual desire; Eddleman 120)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기 십상이다. 젊은 여성이 아니라면 매력적일 수 없으며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는 

행동은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나이 든 여성의 성적 욕망은 조롱의 

핵심이 되었다(120).9 

요컨대, 당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결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특히 

생활 및 활동의 영역이 결혼 여부에 크게 좌우되었다. 아이리스 영의 통찰을 빌려 

말하자면, 이 시대 여성의 몸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환경으로 정의되고 구획되어 있다. 

미혼 여성의 몸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양상은 모두 구혼과 결혼 가능성의 

언어로 표상되고 규정된다. 결혼이라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성적 만족의 

가능성과 같은 ‘할 수 있음’을 제공하지만, 많은 상황이 여성에게 그렇듯 ‘할 수 

없음’을 더욱 강력하게 체감하게 만든다. 젊음을 잃어버리면서 결혼의 가능성이 삭제된 

노처녀의 몸은 그 활동 영역조차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렬하게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 

『설득』이 그리는 앤의 모습은 ‘노처녀’로서의 ‘할 수 없음’에 매몰되지 않는다. 

우선 소설은 앤이 ‘노처녀’로 남게 된 경위를 배경으로 소개하면서 성적 좌절을 

희화화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앤의 몸이 겪은 로맨스를 강조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앤의 

9 윌셔는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의 노리스 부인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 속에 나오는 과부 혹

은 노처녀들이 하인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돌보는 모습이 그려지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가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이 행동들이 실은 본인의 사회적 성적 좌절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기 위한 일이며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한다(90-91).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앤에게는 몸의 

생기를 잃게 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웬트워스와 파혼한 이후에 그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후회는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젊음의 기쁨에 그늘을 드리웠고,”(Her attachment 

and regrets had, for a long time, clouded every enjoyment of youth) 앤이 혈색을 일찍 

잃어버린 것은 후회의 “영구적인 효과”(their lasting effect; 28)였다. 앤은 웬트워스와의 

짧은 약혼과 파혼 이후에 로맨스의 실패를 온 몸으로 겪어내느라 수척해진다. 이는 

여성의 몸이 결혼에 의해 제한적 활동 영역을 가지게 되는 문제와도 조금 다르다. 

여성의 몸에 관한 여러 사회적 정의와 담론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이지만, 『설득』은 로맨스를 거쳐 앤의 몸이 

시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나 상황이 아닌 섹슈얼리티를 실천하는 

것과 몸의 관계를 주목한다. 또한 서사적으로는 로맨스가 주로 성적 만족을 성취하는 

문제를 개인의 성숙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하면서 개인을 구성했다면, 『설득』은 그보다 

결혼과 연애가 몸으로 행하고 몸이 영향 받는 일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앤이 결혼 

‘할 수 없는’ 노처녀가 된 경위에는 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음’을 

시도한 과거가 놓여있다. 앤이 수척해지는 과정에는 앤의 적극적인 욕망이 관여한 

셈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앤의 “혈색”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섹슈얼하거나 

로맨틱한 감정이나 욕망의 가능성까지 사라졌으리라고 가정하고 더 나아가 무능력한 

몸으로 취급한다. 

그 누구도 앤의 생기 없는 몸에서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를 읽지 않지만, 앤 

자신은 그 몸으로도 생기 있는 감각과 욕망을 느끼고 있음이 그려진다. 앤의 처지는 



 

당대의 노처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앤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다. 앤은 월터 경과 

엘리자베스의 시중을 드는 클레이 부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머물고 있다. 앤이 하는 일도 대부분 가족들이 미처 돌보지 못한 집안일을 처리하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챙기는 일이다. 앤의 몸을 지워버린 채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는 가족의 무관심에 러셀 부인은 분개하지만 “앤 자신은 그런 모욕에 

무뎌졌다”(Anne herself was become hardened to such affronts; 33). 앤은 자신에게서 

어떠한 가능성도 읽지 못하는 가족에는 무감해졌지만 여전히 웬트워스를 언급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해지기를 스스로 가르쳐야만 한다”(she must teach 

herself to be insensible on such points; 49). 앤은 누군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다 못해 

몸의 존재마저 지우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으로 느끼는 감정과 

욕망에 무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감각해지려고 애써야 하는 모습은 여전히 앤이 

웬트워스를 향해 모종의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앤은 얼굴을 붉힐 

나이는 지났기를 바라지만, 감정에 휘둘릴 나이는 확실히 지나지 못했다”(Anne hoped 

she had outlived the age of blushing; but the age of emotion she certainly had not; 46)는 

말은 여성의 나이에 적합한 감정과 그 감정을 체험할 법한 몸이 따로 있다는 사고 

방식을 의식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이 얼굴을 붉히는 것은 여전히 욕망이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앤이 보여주는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는 앤을 좀 더 품행서가 

제시할 법한 모범적인 인물로 보거나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수동적이고 우울한 

면모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들은 앤이 처한 사회적 감정적 고립의 상태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윌셔는 소설이 “앤이 무시와 

고립을 살아내기 위한 원천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신의 

욕망을 영영 채우리라는 가망 없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노력”(Anne’s attempt to find 

solely within herself the resources by which to live through her neglect and isolation, an 

attempt predicated upon the hopelessness of ever fulfilling her desire; 174)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앤의 고통에 대한 서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연구자들은 앤이 스스로의 상태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행동들을 기독교적 윤리나 

금욕주의(stoic)의 수행 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연구자들은 앤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주로 의무나 원칙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의무와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설명할지는 연구자마다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윌셔는 남성들이 전유하던 기독교적 금욕주의의 윤리와 가치관이 앤의 행동을 

통해 재현되면서 박탈당한 여성의 자기 정체화의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앤의 사고 과정에서 깊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맞서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성을 발휘하는”(means, through the exertion of ‘reason’, to combat her 

feelings; Wiltshire 175) 정신적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앤이 자신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자신을 성찰하는 서술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주인공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앎 속에 동반되는 앤의 몸은 억제되어야 할 

대상에 가깝다. 

윌셔가 기독교적 금욕주의의 이성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푸비는 사회적 규범을 

따를 때 개인의 욕망이 우회적으로 해소되는 측면보다 그 “객관적”(objective) 원칙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논지에 따르면 

웬트워스와의 파혼은 “기독교적 자기부정”(Christian self-denial)의 형태를 띠지만, 

객관적 원리 원칙을 따른다는 이유 말고도 앤이 웬트워스가 행복하리라는 예측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웬트워스와의 파혼 이후에도 앤이 

기독교적 윤리를 자신의 행동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이타적 행동이 앤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앤 자신의 만족감이 기독교적 

윤리와 동일시 되며, 금욕주의와 만족을 분리하기 어려워진다(Poovey 226-27). 결국 

푸비는 기독교적 윤리의 실천이 단지 이성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감정과 연루된 문제임을 짚는다. 그렇다면 푸비가 제기한 문제를 기독교적 

윤리나 금욕주의를 대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메리 월드런(Mary Waldron)도 푸비와 동일하게 앤이 웬트워스와의 약혼을 깬 

행위를 “부모에 대한 의무“(filial duty)로 해석하고, 이후에 앤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행위도 가정적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 월드런은 앤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때에 이미 파혼의 불행으로 인해 도덕적 에너지를 잃은 “파괴적인 형식의 

승화”(destructive form of sublimation; 143)라고 주장한다. 월드런은 앤의 소극성과 

비관성에 집중하여 앤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 행동”이 아니라 소극적 반응 정도로 이해하는 데 그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반주하느라 춤추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앤의 “삶에 대한 육체적 반응”(physical 

response to life; 143)의 전부로 해석하면 앤이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며 



 

행하는 육체적 반응을 축소하게 된다. 춤이 젊은 여성으로서 행하는 가장 성적이고 

육체성이 두드러지는 행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에서도 오로지 그러한 성적이고 

혹은 “적극적인” 행위만이 육체적으로 읽힌다. 

결국 이 연구자들의 주안점은 앤 개인의 욕망이 사회적 규범적 의무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이다. 이들은 의무에 대한 수행을 이성의 힘으로 감정의 평정을 찾는 

행위로 읽으면서 앤의 자의식이나 자기 성찰 등 정신적 힘이 그녀를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앤이 로맨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애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것을 주인공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다고 해서 앤의 행동을 도덕성과 연관 

짓고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앤이 나름대로 구혼 서사 바깥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성적 관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절제와 

도덕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앤이 보이는 성숙함을 꼭 도덕적 

완전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는 앤이 겪는 고통의 양상에서 특정한 일면만 

보게 한다. 오스틴이 고통 받는 몸을 가진 주인공을 내세운 목적은 그 고통을 얼마나 잘 

참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설득』은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져 절제하거나 포기하리라 예상되고, 실제로 변화의 여지를 만나기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 처해있더라도 몸은 가능성을 찾아 헤매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앤은 집안의 뒤치다꺼리를 돌보는 일을 떠안는다. 그러나 앤의 노동은 

주변화된 여성으로서 떠안은 의무의 수행에 머물지 않는다. 돌봄 노동은 기본적으로 

주변화된 여성이 그나마 자신의 위치를 지탱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이다. 과부가 된 



 

클레이 부인이 엘리자베스와 월터 경의 비위를 맞추며 애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려 하듯이, 노처녀가 된 앤은 사실상 여성으로서의 가치와 ‘유용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때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앤이 단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돌봄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당대 노처녀의 ‘결혼하지 

못함’은 집안 식구를 돌보거나 가정 운영을 거드는 사소한 “할 수 있음”을 동반하는데, 

대부분 이를 충분치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로 바라본다. 이 활동은 그저 여성의 

억압된 지위에서 행해지는 소극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다. 더군다나 앤의 경우 

결혼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필요했다면 찰스 머스그로브(Charles Musgrove)의 청혼을 

수락할 수 있었다. 찰스 머스그로브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앤의 상태는 ‘나는 결혼할 수 

없다’(I cannot marry)에서 ‘나는 노처녀가 될 수 있다’(I can be a spinster)의 의미로 

변모한다. 이처럼 앤이 노처녀임을 부정의 상태로 수용하지 않았다면, 앤이 경험하고 

수행하는 일을 의무에 복무하는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앤의 욕망이 현 상태에서 당장 

만족을 성취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일을 선택해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앤의 일련의 행동들을 힘의 “발휘”라고 볼 수도 있고 의무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앤이 몸을 통해 감각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돌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논하고자 한다. 앤이 돌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행하게 

되는지를 탐구해보는 것이다. 

아이리스 영은 집안일이 여성에게 제약이자 ‘내재성’을 경험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제안한다(“House and Home” 138-45). 



 

이리가레이, 보부아르나 하이데거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자면 남성에게 할당된 건축물을 

세우는 행동은 ‘초월적’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 부여된 가정 공간을 돌보는 일은 

반복적이기만 한 ‘내재적’ 행동으로 제한된다(Young “House and Home” 125-38). 

그러나 영은 집안일을 하면서 가정 공간을 돌보는 행동이 단순히 ‘보존’(preserve)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139-40). 

“집안일은 사물을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에 배치하고 

사물들과 그 의미를 보존하면서 사물에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Homemaking consists in the activities of endowing things with living meaning, 

arranging them in space in order to facilitate the life activities of those to whom they 

belong, and preserving them, along with their meaning; Young “House and Home” 

142)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를 구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영의 관점을 

도입해 보자면, 앤이 행하는 가정적 돌봄에도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달라지는 

지점은 앤의 경우 당대의 많은 노처녀나 과부가 그랬듯이 자신의 가정 공간이라 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가족의 집을 전전했다는 점이다. 앤은 사물들을 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직접 돌보면서 그들의 몸이 다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위치시킨다. 앤에게는 사물이 위치하는 공간보다도 다른 사람과 

맞닿을 수 있게 만드는 자신의 몸이 중요하다. 앤이 돌본 사람이 다시 활기나 진정을 

되찾고 사회를 구성해 나가면 앤 또한 사회를 구축하는 힘을 발휘한 셈이다. 따라서 

영이 집이 오히려 여성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듯이, 앤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돌봄이 —여전히 ‘가정’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저 그런 의무의 반복이 아니라 정체성을 구축하는 행위로 확장된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몸을 쓰는 일이다. 돌봄은 실제로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몸의 상처를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감정을 살피고 달래고 지지하는 것, 

필요를 들어주는 수족이 되어주는 것, 옆에 머무르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어느 

경우든 간에 누군가를 돌볼 때 실재하는 몸은 필수적이다. 어린 찰스를 돌보는 데에는 

동생 월터(little Walter)의 괴롭힘을 막고 제지할 앤의 팔이 필요하고, 메리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관심이 충분히 채워졌다고 느낄 수 있을 제스쳐가 필요하고, 

벤윅(Captain Benwick)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곁에 앉아 함께할 몸이 필요하다. 

앤은 몸으로 느끼고 수행하는 일을 매우 섬세하게 파악하고 반응한다. 앤이 돌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특히 앤은 한 몸이 다른 몸에게 

열려있는 태도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앤은 자신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으면 메리의 병이 사라지리라 알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벤윅을 “그녀의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호감 가는 온화함”(the engaging mildness of her countenance; 

93)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앤은 누군가의 몸 옆에 머물면 

사람의 몸을 달래고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앤은 자신이 잘 돌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능력이 가지는 힘 또한 알고 

있다. 돌봄은 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자 자기 만족의 원천이 된다. 

앤은 어퍼크로스에서 메리와 아이들을 돌보도록 부탁 받은 일에 대해 “비록 부적절한 

방식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 쓸모 없다고 거절 당하는 경우보다는 

적어도 낫다”(To be claimed as a good, though in an improper style, is at least better 



 

than being rejected as no good at all; 32)고 생각한다. 앤의 태도는 자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무엇이든 의무로 칠 만한 일을 하는 것에 

기뻐하며. . .머무르는데 기꺼이 동의했다”(Anne, glad to be thought of some use, glad 

to have any thing marked out as a duty, . . .readily agreed to stay; 32; 강조는 필자). 

앤이 돌보는 행위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의 돌봄을 받는 메리는 엘리자베스에 비해 “그녀의 영향을 아주 안 

받아들이는 편도 아니며”(nor so inaccessible to all influence of hers), 메리의 아이들은 

앤의 뜻에 잘 따른다. 그녀는 돌봄을 통해 “관심, 즐거움, 온전한 노력의 대상을 

가진다”(she had an object of interest, amusement, and wholesome exertion; 41). 

돌보는 일은 앤에게 자신의 몸이 유용해지는 감각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회적 일원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한다. 

돌봄은 단지 의무를 이행하고 앤이 자신을 유용한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돌봄에서 몸을 통한 친밀한 교류가 일어난다. 이 때 호감을 

느끼는 쪽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돌보는 사람 

또한 친밀감을 느낀다. 어린 찰스를 돌본 경험은 앤에게 “[어퍼크로스]를 두 달 동안 

방문한 기억에 언제나 따뜻함을 남기게 될”(would always give some sweetness to the 

memory of her two months visit there; 87)만큼 각별해진다. 메리와 하빌 부인(Mrs. 

Harville) 또한 루이자를 “간호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we love her the better for 

having nursed her; 155)고 말할 만큼 돌보는 사람도 신체적 에너지를 들이면서 애착을 

갖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돌보는 일은 앤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긴밀하게 접촉하게 하고 친밀감을 쌓도록 

만든다. 이는 앤이 단지 다친 사람을 간호하는 데 능숙함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능숙하게 만든다. 앤이 라임에서 벤윅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던 것 또한 앤이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앤은 자신의 옆에 앉은 

벤윅을 외면하지 않고 열린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의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만든다. 벤윅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된 데에 기쁨을 느끼고, 앤에게 

계속 가까이 다가온다. 벤윅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일은 돌봄의 영역과 성적 영역 

사이에 걸쳐져 있다. 찰스 머스그로브가 벤윅이 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전언을 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앤 또한 벤윅이 “자신에 대해 애정의 어떤 시작을 느꼈을 것”(his 

having felt some dawning of tenderness toward herself; 157)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앤에게 어떤 관계나 행동에서 돌봄과 섹슈얼리티는 공존할 수 있다. 앤은 상대방과 

자신의 몸을 통해 어떠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 이로써 앤이 

어떻게 해서 “젊었을 때 정숙을 강요 당했고, 나이가 들면서 로맨스를 배우게 

되었”(She had been forced into prudence in her youth, she learned romance as she grew 

older; 29)는지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린다. 이는 다시 한번 돌봄이 몸을 동반하는 

일이며 앤이 돌보는 일을 단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앤의 돌봄이 보여주는 섹슈얼리티는 기실 『설득』이 구성하고 있는 성애와도 

연결되어있다. 다양한 종류의 돌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돌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이 구성하는 성애에서도 몸이 몸에게 가까이 가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오패럴이 주장한 “수치”의 성애가 변주된 모습이다. 

오패럴은 일찍이 오스틴의 성애를 수치로 의미화 하면서 물러나고 거리를 두는 행동이 

성적인 순간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그런데 앤의 경우에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면서 떨어짐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분열로 이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오패럴은 앤이 웬트워스와의 거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파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즉 그 절제의 과정이 실제로 그 

무감한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뿐더러 앤을 지탱해줄 수 있는 미덕이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앤의 몸을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오패럴은 크로프트 

부인(Mrs. Croft)이 무감을 상징하는 붉어지지 않는 얼굴을 하고도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인물로 자리잡으면서 소설이 다시 수치가 불러오는 성애의 마법을 회복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설득』은 떨어졌던 몸들이 다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을 통해 

성애가 구성되는 순간들을 보여준다. 마을을 이주 동안이나 떠나 있던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헨리에타 머스그로브(Henrietta Musgrove)의 애정을 잃을 

뻔하다가 다시 너무 멀지 않은 윈쓰롭(Winthrop)에서 기다리며 애정을 회복한 

일이라든지, 루이자의 곁을 웬트워스는 멀리 떠나버리고 벤윅이 남아 지키면서 결국 

루이자와 벤윅 사이에 사랑이 싹튼 일이 그렇다. 

특히 앤이 웬트워스로 인해 가장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도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순간이다. 앤으로부터 어린 월터를 떼어 놓은 일도, 앤을 크로프트 부부의 

마차 안에 앉힌 일도 모두 웬트워스가 앤을 돌보는 행동이다. 돌보는 순간은 웬트워스가 

앤에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체를 곁에 오게 



 

만든다. 다른 성적인 순간들이 그러했듯이 앤과 웬트워스 또한 가장 근접하게 접촉한 

순간에 강렬한 성적인 끌림을 느낀다. 특히 웬트워스가 앤을 돌보는 장면은 구혼의 

장에서 여성의 몸이 성적 의미가 부여되고 성적 영향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던 

것과 대비되어 앤의 몸이 느끼는 성적 감각과 감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돌봄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덕목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성적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성적 감각을 느끼는 방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설 후반부에 들어와 앤의 몸이 “젊음과 아름다움의 두 번째 봄”(a 

second spring of youth and beauty; 115)을 맞은 듯이 활기를 어느 정도 되찾는 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앤은 돌봄을 통해 사회적 개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앤의 몸은 언제나 바쁘게 

회복할 여력을 모으고 있었으며, 앤의 몸이 가진 힘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할 

때 다시 그 활기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다. 돌봄을 통해 자신의 몸의 감각과 힘을 

쌓아가면서 앤은 잃어버렸던 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해 나간다. 

 



 

2. ‘가정성’과 몸의 유대 

 『설득』의 독특한 점은 앤이 긴밀하게 관계 맺는 여성 인물들의 면면이다. 

오스틴의 작품 대부분은 주인공과 유사한 나이 대의 젊은 여성을 가족, 라이벌 혹은 

친구와 같은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면서 본받을 법한 혹은 다르게 대처해야할 표본으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그러나 앤의 경우 미혼이지만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은 노처녀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인지,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여타 오스틴 소설의 

결혼 적령기 여성이 아닌 이미 결혼한 여성들이다. 다른 소설들의 미혼 여성과 유사한 

사례로 머스그로브 자매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다기보다는 앤이 관찰하는 정도에 그친다. 앤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크로프트 부인, 자상한 어머니 머스그로브 부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셀 부인이나 다시 만난 스미스 부인과 같은 과부들이다. 앤이 

유독 기혼 여성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자신이 될 수 있었던, 혹은 될 수 있을 자신의 

모습을 가늠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소설의 부인들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사회 속 가정의 모습이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부인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젊은 주인공과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앤은 본인이 그 부인들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무리의 일원처럼 등장한다. 예컨대 웬트워스가 어퍼크로스에 찾아왔을 

때에도 앤은 헨리에타와 루이자처럼 웬트워스 곁에 머물지 않고 머스그로브 부인 옆에서 

자리를 지킨다.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집안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는 부인, 어머니, 과부들이 소설에 대거 들어온 형국이다. 특히 

이들이 『오만과 편견』의 캐서린 드버그 부인(Lady Catherine De Bourgh)이나 『센스와 

센시빌리티』(Sense and Sensibility)의 페라스 부인(Mrs. Ferrars)처럼 주인공보다 

우위를 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강력한 가모장이나 베넷 부인(Mrs. Bennet) 혹은 

제닝스 부인(Mrs. Jennings)과 같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 세대로 등장하지 않고, 

앤과 생활 반경이나 사회적 위치를 가장 가깝게 공유하는 부류로 등장한다. 이 장에서는 

앞서 앤을 통해 돌봄이라는 가정적 노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듯이 기혼 여성 

인물의 몸을 통해 가정성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복잡하게 작용하는 

바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앤이 그 몸들과 만나면서 로맨스의 주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밝힌다.  

 어머니와 과부 등 부인들을 주목하는 관점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18세기 후반의 텍스트에서 기혼 여성 특히 어머니에 대한 담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당대 자본주의의 성장과 제국주의의 팽창을 이해하고 통용 시키는 데 

어머니와 강력한 모성애의 이미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0  어머니는 성스러운 

10  수잔 그린필드(Susan C. Greenfield)가 정리하듯 “1700년대에 모성의 실천 혹은 감정이 급진적으로 

바뀌었는지와는 상관 없이, 그 세기가 끝날 무렵 어머니 됨은 이례적인 열렬함으로 이상화되었고 대체

로 전업적 지위로 재현되었다”(regardless of whether maternal practice or feeling radically changed in 

the 1700s, motherhood was idealized with exceptional fervor by the century’s end and commonly 

represented as a full time occupation, 14). 모성은 가정 공간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국주의와 자

본주의 등 당대 굵직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펠리시티 누스바움(Felicity 

Nussbaum)은 18세기에 형성되는 모성에 대한 관념이 국가 개념과 얽히게 되면서, 중산층 영국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던 어머니의 역할은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한

다. 모성 은유는 제국의 영토가 어머니 국가에 효과적으로 매이게 하는 동시에 영국의 여성과 ‘야만’ 

여성을 구분하거나 혹은 어머니의 정체성으로 한번에 묶어버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메리 피셀



 

도덕적 힘의 화신이자 문명 사회를 야만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그려졌다. 가정 

이데올로기에 따른 이상적 어머니와 ‘가정적’ 여성상은 쉽게 정의되었지만, 실제로 그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부합하는 여성을 재현하는 일은 그만큼 확실하지 않았다. 매를린 

프랜커스(Marilyn Francus)는 18세기 중반 이후 가정 이데올로기가 영국 사회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은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대체로 “이상화된 가정적 여성의 이미지가 

구체적 상황이나 주체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여성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문화적 제약으로 작용”(the idealized image of the domestic woman served as a cultural 

shorthand for standards of female behavior, applicable to all women regardless of 

specific situation or subject position)한다는 데 연구자들이 동의한다고 말한다. 

프랜커스는 이러한 접근이 당대의 여성, 특히 어머니가 계층이나 사회적 상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주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가정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프랜커스는 

당대의 텍스트에서 오히려 가정적이고 이상적인 어머니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는데, 이들이 당시 사회에서 가정적이고 “좋은”(good)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Mary Fissell)은 모성을 설명하는 언어가 자본주의적 논리를 함의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다. 피셀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더 나아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해상 무역이나 동전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다양

한 경제적 언어로 비유하고 있는 출판물들을 소개한다. 임신과 출산을 비유하는 말들은 “이전의 작업

실 비유에서 상업적이고 중상주의적인 이미지들로 대체되었” (older workshop metaphors about 

reproduction were supplanted by commercial and mercantile images, 118)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여성

을 물건 혹은 물건을 나르는 운반책으로 축소시키고 남성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이는 여성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로 비유되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몸은 남성의 감독하에 짐을 나르고 내려지기

를 허락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축소되고, 출산에 이르는 위험의 책임은 여성에게 돌려진다(Fissell 120). 

이러한 자본주의적 비유를 통해 ‘어머니’인 여성의 몸은 수동적인 지배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당한 권력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텍스트 속에 재현되는 

“악마화”(demonize)되고 “괴물스러운”(monstrous) 어머니는 오히려 가정성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읽어야 한다.  

프랜커스가 제시한 “괴물스러운” 어머니와 비교하면 제인 오스틴이 『설득』에서 

그리는 기혼 여성은 가정 이데올로기에 크게 벗어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오스틴은 전형을 변주하면서 규범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예외적이지도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포착한다. 프랜커스가 말한 대로 18세기 

구혼 소설의 주인공은 주체성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조명된다면, 가정성의 규범을 좀 

더 먼저 체화하고 이와 길항하며 살아가는 기혼 여성들은 특정한 전형으로만 등장한다. 

이는 가정적 어머니 상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권력을 가지는 것은 두려워하는 

동시에 가정적 규범을 벗어난 어머니는 정상화하고자 하는 당대 사회의 모순적 태도에 

기인한다. 오스틴은 어머니나 과부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때 단순히 가정성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성 이데올로기 내에 존재하는 모순적 태도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사회가 가정적이지 않은 어머니, 혹은 모성을 발휘하지 않는 어머니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모성 혹은 가정성 그 자체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스틴은 가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도덕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때로 스스로 그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처벌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그 

인물들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면서도 이데올로기로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는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혼 여성이 가진 



 

모순적이고 복잡한 가정적 정체성을 희화화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오스틴이 재현하는 어머니나 과부의 모습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 재현이 가정 

이데올로기에 속한 여성의 전형에 대한 풍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 전형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모습을 그려낸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설득』은 기혼 여성과 어머니의 몸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가정성을 다시 쓴다. 

앤이 수척해진 몸을 가지고 부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몸 

또한 자연스럽게 관찰과 서술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몸이야말로 가정성과 

여성의 복잡한 관계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드러나는 장이다. 주로 18세기 중 후반 

이후의 기혼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몸의 이미지가 가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주로 다뤘다. 예를 들어 루스 페리(Ruth Perry)는 수유 

문화와 여성의 가슴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여성의 가슴에 성적 의미 보다도 

‘고귀한’ 가정적 모성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11  이 때 이미지의 

11  루스 페리(Ruth Perry)는 모유 수유를 중심으로 생겨난 담론을 통해 모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를 지적한다.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중상층에서는 유모(wet nurse)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모유 수유(breast feeding)을 강

조하는 담론이 생겨났다. 수유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하는 지침서(advice literature)

의 양상도 달라졌다. 의료적 의견을 개진하는 지면이 이전에는 주로 어떤 유모를 선택할지 혹은 산파

가 어떤 일을 해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점차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산파나 여성 의료인의 역할은 경시되

거나 지워지고 남성에 의한 의료적 입장이 전문적이고 정확한 권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 나아가 페리

는 모유 수유가 모성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담론 또

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페리는 문학적 재현 속에 등장하는 가슴의 기능을 시기에 따라 살피면서 섹

슈얼리티의 발현 혹은 성적 대상의 상징에서 모성을 구현하는 역할로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페리

가 드는 예시를 통해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의 몸이 도덕적이고 성스러운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성

적인 함의 또한 담게 되지만, 정작 그런 장면들에서 여성의 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현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기혼 여성의 몸이 활동하거나 몸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정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기혼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는 그들에게 덧씌운 가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제약을 

가하는가 혹은 그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를 강조하는 논지로 흐른다. 기혼 

여성에게 씌워지는 몸에 대한 가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몸이 그 가정 

이데올로기의 역학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존재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몸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몸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한 파악해야 한다. 

『설득』의 기혼 여성들은 모두 몸의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다. 신경증을 

호소하거나, 본인은 편안해도 사회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거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사회적으로 파산할 뿐 아니라 몸의 안녕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과부가 된 

스미스 부인의 경우 이전에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이 성취하는 가정을 만든 듯 했지만, 조금이라도 

빗겨 나가면 안온한 가정은 쉽게 사라지고 그 피해와 상처의 양상은 여성의 몸으로 

나타난다. 스미스 부인이 결혼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시작했던 나이가 하필이면 앤이 

웬트워스와 약혼했던 때와 같은 나이였다는 사실은 스미스 부인의 파국 또한 앤이 

맞이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앤이 열 아홉 살에 

웬트워스와 일찍 결혼해 행복했다 하더라도, 스미스 부부와 같은 헤픈 씀씀이가 

아니어도 전쟁과 풍랑으로 인해 언제나 유사한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이데올로기의 이상과 다르게, 『설득』은 실제 기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이 언제나 



 

몸을 부딪히고 감내하여 살아내야 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기혼 여성의 몸에 대한 병리적 묘사는 가정 이데올로기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표상한다. 가정 이데올로기가 상정한 “자연스러운”(natural) 어머니는 아이나 집안을 

돌보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여겨지고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어머니는 

“비정상적”(unnatural)이라고 구분되며, “비정상적” 어머니는 결과적으로 병리적인 

몸으로 재현된다. 예를 들어 헤더 믹(Heather Meek)은 어머니를 정의하던 담론이 

1750년대 이후에 히스테리아에서 가정성으로 넘어갔지만 프랜커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여전히 18세기 후반에도 어머니의 경험을 재현하는 다양한 텍스트에서 

“자연스러운” 어머니로 표상되는 인물들도 “비정상적” 어머니가 경험할 법한 

히스테리아를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가정적 어머니의 모습과 비정상적 모습이 

애초에 대립적이지 않고 가정적 여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계된 현상이라는 암시를 

준다. 즉 가정 이데올로기의 양면적인 양상을 경험하는 기혼 여성의 몸은 이 모순적인 

경험들을 스스로 의미화 한다고 읽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득』에서는 소위 

히스테리아로 정의되는 다양한 비-모성적 행동을 다분히 ‘가정적’인 어머니가 보이기도 

하고, 가장 비정상적인 어머니가 가정적 어머니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설득』은 이 

성향들이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동일한 가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기혼 여성 인물들을 구성한다. 

『설득』에 등장하는 기혼 여성 중에 거의 유일하게 몸이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은 러셀 부인이다. 러셀 부인의 몸이 서술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여성에 비해 몸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러셀 부인이 유독 가정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모습을 제시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러셀 부인은 자신의 주변 사회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규범을 거슬려 하지 않는다. 러셀 부인은 자신의 자리를 가능케 

하는 가정적 규범의 논리를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 앤에게 했던 조언과 돌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러셀 부인의 돌봄은 주로 규범과 사회 질서 안에 몸을 

맞추는 일이다. 이에 따라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치 이성과 규범의 화신처럼 

여겨진다. 루이자는 “찰스 [머스그로브]가 러셀 부인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배우거나 

책을 좋아하지 못해서 러셀 부인이 앤에게 그를 거절하라고 설득했다”(Charles might 

not be learned and bookish enough to please Lady Russell, and that therefore, she 

persuaded Anne to refuse him; 82)고 알고 있으며, 찰스와 메리가 벤윅이 책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러셀 부인과 같은 부류”(He is just Lady Russell’s sort; 124)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러셀 부인이 이성적 조언의 구현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앤을 향한 러셀 부인의 조언이 실패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가정성의 규범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여성의 몸에 직결되는 문제로 

드러난다. 러셀 부인은 앤과 웬트워스의 약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후 앤이 결혼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녀가 [앤]의 따뜻한 애정과 가정적인 습관들 덕에 특별히 

[앤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for which she held her to be peculiarly fitted by her warm 

affections and domestic habits; 29) 가정의 안주인 자리에 자리잡지 못할까 봐 초조함을 

느낀다. 이는 러셀 부인이 앤의 탁월한 돌보는 능력을 가정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모범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셀 부인은 앤의 몸을 비롯한 

여성의 몸을 가정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보고 있다.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만한 



 

재력이나 인맥이 없는 웬트워스와의 결혼을 한다면 “그에 의해 가장 소모적이고, 

불안하며 젊음을 소진시키는 의존의 상태로 몰락하여”(sunk by him into a state of most 

wearing, anxious, youth-killing dependence; 27) 앤의 몸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셀 부인 자신은 가정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부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온 사람이며 한편으로는 어머니 역할을 대리 수행하면서 앤을 돌보려고 시도한다. 

러셀 부인은 자신이 그랬듯이 안정적인 가정 안의 여성으로 자리 잡아야 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판단이 앤의 몸을 

수척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다. 소설은 여성이 가정 이데올로기의 규범을 실천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다. 러셀 부인을 구성해온 

가정적 규범이 앤에게 와서는 삶의 문제, 특히 그 자신이 주체로 서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러셀 부인의 판단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면서 『설득』은 가정적 

규범의 행동 강령을 버리고 시작한다. 

다른 기혼 여성들은 가정 이데올로기와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들은 가정 이데올로기를 획기적으로 벗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의 

몸으로 전유하여 결국에는 나름대로 만족의 가능성을 찾아간다. 앤의 동생 메리의 경우 

가정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안에서 ‘비정상적’ 어머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메리는 

당대의 관념적인 모성애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메리는 자기 

희생적이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필요와 욕망이 아이들보다도 우선시 되는 사람이다. 

메리가 어머니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돌봄의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몸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메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원하는데 



 

특히 아이들은 자신이 도리어 관심을 돌려줘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된다”(they are so unmanageable that 

they do me more harm than good; 36)고 주장한다. 메리는 어머니로서 돌보는 몸을 

가졌기보다는 도리어 돌봄을 요청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 

메리는 떠맡은 어머니의 몸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도리어 자신이 어머니의 몸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다친 

어린 찰스를 놓고 그레이트 하우스를 방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어린 찰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자, 곧 무스그로브 씨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여성의 영역이고, 나는 집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데 갇혀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This was quite a female case, and it would be highly absurd in him, who 

could be of no use at home, to shut himself up; 52)라고 선언하고 찰스를 돌보는 일에서 

손을 뗀다. 아버지에게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찰스의 주장이나 앤이 “아픈 아이는 

어머니의 소유지”(A sick child is always the mother’s property; 53)라고 메리를 달래는 

말에 당대의 가정적 어머니에 대한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메리는 자신과 아이를 두고 떠난 남편을 “무심하다”(unfeeling)고 비난하고  

“어떻게 아이가 나아지고 있는지 아느냐”(How does he know that he is going on well; 

53)라고 말하며 아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걱정을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내 메리의 

논리는 전혀 다른 노선을 택한다. 메리의 비난은 찰스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 혼자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행위로 향한다. 메리는 도리어 자신이 

어머니임을 앞세워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메리는 



 

모성이라는 통념을 역으로 이용하여 모성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몸이 오히려 

돌봄이라는 어머니의 역할과 공존할 수 없도록 만든다. 메리는 가정적 어머니의 언어로 

자신의 신경증을 앓는 “비정상적” 어머니의 몸을 더 강력하게 변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획득한다. “비정상적” 어머니와 “가정적” 어머니의 표상이 

혼합되면서 메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메리는 자신이 남편과 유사하게 

“나는 당신과 같이 집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아이랑 영원토록 갇혀있다 해도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도록 설득하지 못 할 거에요”(I am of no more use at home 

than you are. If I were to shut myself up for ever with the child, I should not be able to 

persuade him to do any thing he did not like; 54)라는 선언을 하고 집을 나서게 된다. 

메리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십분 활용하여 결국 당도한 곳이 

웬트워스를 처음으로 소개받는 자리라는 점이 흥미롭다. 머스그로브 자매가 호들갑을 

떨만큼 웬트워스가 매력적인 결혼 적령기의 남성임이 더 분명해지고 나서 메리는 더욱 

강력하게 그레이트 하우스로 가고자 한다. 메리는 비록 구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혼 

여성이지만 훈수를 두는 역할을 넘어서 자신이 그 과정에 편입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메리는 자신의 어머니인 몸을 이용해 기혼 여성으로서 충족되지 않는 성적인 긴장과 

만족을 추구한다. 메리가 굳이 앤에게 웬트워스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 말을 전하는 

이유도 “웬트워스 대령이 너한테는 그렇게 상냥하지 않더라, 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줬는데”(Captain Wentworth is not very gallant by you, Anne, though he was so 

attentive to me; 57)라고 말하며 자신이 미혼 여성과 같이 혹은 보다 더 구혼의 

대상처럼 대접 받았음을 뽐내기 위해서이다. 메리에게 있어서 가정 공간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기 보다는 남편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에게 어떠한 질서도 부여할 수 없는”(cannot get them into any order; 

42) 부족하고 잘 맞지 않는 자리이다. 앤에게 전한 이야기가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았고 헨리에타를 통해 들었던 말이지만 여전히 이렇게라도 미혼 남녀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이다. 

메리가 자신의 불편함을 몸으로 표출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다른 여성의 몸, 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메리는 젊은 남녀의 연애의 장에 

끼어들고자 노력한 끝에 앤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 우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다. 메리와 앤은 기혼 여성과 노처녀로서 구혼의 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몸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메리는 웬트워스를 둘러싼 젊은 여성의 

무리에 자신도 포함되도록 애쓴다. 메리가 기어코 웬트워스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구혼의 장에 참여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통념적인 ‘어머니’의 자리는 오히려 

앤의 몫이 된다. 앤은 메리가 자신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큰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웬트워스가 “너무 달라져서 다시 알아보지 못할 뻔 했다”(so altered he should 

not have known you again; 57)는 말을 전해 듣고 큰 타격을 받는다. 앤은 혈색을 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웬트워스의 말을 곱씹으며 웬트워스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떠한 

애정의 감정을 품지 않는다는 예상을 “조용하고 깊은 굴욕을 느끼며 완전히 

수긍했다”(fully submitted, in silent, deep mortification; 57). 오패럴이 말한대로 앤은 

자신이 겪은 ‘분열’이 정말로 영원한 파열이 될 수 있음을 좀 더 통렬하게 

절감한다(28). 결과적으로는 메리와 앤의 몸 사이에 모종의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메리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인 결과 앤의 몸이 파열의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구혼의 장에서는 이미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가정적’ 몸 사이에서도 감정과 

욕망을 둘러싼 역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메리 또한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고 헨리에타를 경유해서 들었다는 점은 메리가 생각하는 만큼 웬트워스와 

긴밀하고 성적 긴장감이 있는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오패럴의 지적대로 

이는 오히려 헨리에타와 웬트워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메리와 웬트워스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35). 

그러나 메리와 앤의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들의 몸 또한 여전히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에 닫힌 몸이 아니며, 특히 메리가 기혼여성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행동이 다른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후에도 메리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의 몸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앤을 웬트워스로부터 번번히 가로막는다. 메리가 웬트워스를 보러 가기 위해 앤이 집에 

남아야 했던 경우나 웬트워스의 혹독한 평가를 전달해서 앤을 좌절 시켰던 때는 

물론이고, 라임에서 앤이 남아 루이자를 돌보기로 결정하면서 웬트워스가 마침내 

앤으로부터 일말의 애정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메리가 자신이 남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앤은 다시 “자신이 루이자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하는”(convince her that she was valued only as she could be useful to Louisa; 

107) 상황에 처한다. 언뜻 보기에 메리의 몸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면서 앤의 몸이 찾을 

수 있는 성적 가능성은 차단한다. 그러나 메리의 몸이 앤의 로맨스를 훼방 놓으면서 



 

오히려 다시 웬트워스와 이어질 다리를 만든다. 메리는 앤이 웬트워스와 그나마 거리를 

좁혀 가까워진 순간에 앤의 몸이 원하는 바를 가로막는데, 이 때 앤의 감정은 증폭되고 

앤이 웬트워스를 향해 성적 욕망을 느끼고 있음을 상기한다. 앤은 계속해서 웬트워스를 

코 앞에 두고 자신과 웬트워스 사이의 애정 혹은 욕망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메리가 

앤을 두고 떠났을 때에 앤은 “프레드릭 웬트워스가 고작 반 마일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기분 좋게 지낸다 해도 그녀에게 무슨 소용인가”(what was it to her, if 

Frederick Wentworth were only half a mile distant, making himself agreeable to others; 

55)라고 자문하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서술은 앤이 웬트워스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할지, 만난다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라임에서 어퍼크로스로 돌아올 때에 “앤이 메리의 질투 가득하고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주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못해 수긍”(Anne had never submitted 

more reluctantly to the jealous and ill-judging claims of Mary; 107)하면서 불만을 느끼는 

모습 또한 자신의 만족이 방해 받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앤이 당장은 메리로 

인해 웬트워스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지라도, 결국 메리를 통해 어느 정도 

욕망이 각성되고 이는 이후에 웬트워스와의 교류를 예비한다. 메리로 인해 라임에 남지 

못하고 어퍼크로스로 돌아가는 마차에서 앤은 웬트워스가 자신이 루이자를 질투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지만, 오히려 덕분에 앤은 웬트워스와 함께 앉을 기회를 

얻고 그가 자신에게 앞서 보였던 애정에 입각한 호의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본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받는다. 메리의 훼방이 오히려 앤의 로맨스를 

위한 초석이 된다. 



 

메리의 몸이 “비정상적” 어머니의 변주였다면, 머스그로브 부인의 경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몸이다. 머스그로브 

부인의 돌보는 몸은 가정적인 어머니의 훌륭한 예시 같지만, 서술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소설은 머스그로브 부인의 푸근한 몸이 모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를 

우스꽝스럽게 서술한다. 머스그로브 부인의 어머니로서 정체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는 리처드 머스그로브(Richard Musgrove)의 죽음을 뒤늦게 

슬퍼하는 모습이다. 서술자는 딕 머스그로브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자신의 이름의 

줄임말 보다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불릴만한 일을 한 적 없는”(who had never done any 

thing to entitle himself to more than the abbreviation of his name, living or dead; 48) 

사람이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 정리한다. 애도할 가치가 없는 사람임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리처드를 위해 슬퍼하는 머스그로브 부인의 모습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통념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한편으로는 머스그로브 

부인의 슬픔을 “부모로서 진실되고 우스꽝스럽진 않은 감정”(real and unabsurd in the 

parent’s feelings; 63)이라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성으로 차마 옹호할 수 없고 

고상한 취향으론 참을 수 없으며 조롱하지 않을 수 없는”(reason will patronize in 

vain,—which taste cannot tolerate,—which ridicule will seize; 64) 감정이라고 

명명하면서 머스그로브 부인이 표출하는 감정에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 특히나 이것이 

머스그로브 부인의 몸과 감정의 괴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어머니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장려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육중한 몸매”(bulky figure)는 용인 되지 않는다. 애도를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특정한 감정을 품는 데 적합한 몸이 있으나 어머니는 때로 

이를 다 무시한다. 이는 오히려 가정 이데올로기가 기대하는 모성을 초과하는 모습이다. 

특히 모성의 맹목적인 절대성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음을 몸과 감정의 부조화로 

설명하면서, 장려되던 모성의 이미지에 육체가 지워져 있거나 미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형태의 몸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머스그로브 부인이 보이는 강력한 

모성이 사회적으로 재생산 되던 모성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스그로브 부인이 “육중한 몸매”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합”(unbecoming conjunction; 64)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아무리 가정 이데올로기의 덕목에 표면적으로 부합할지라도 그 행동을 하는 몸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 머스그로브 부인의 육중한 몸은 ‘모성’을 

표출하는데 적합한 몸이 아니다. 둘째, 모성이 육중한 몸에 안 어울리는 감정을 품도록 

만들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혐오가 나타난다고 읽을 수 있다. 서술자가 머스그로브 

부인의 육중한 몸을 강렬하게 의식하는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비정상적” 모습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스그로브 부인은 누구보다 가정을 이루는 데 기쁨을 

느끼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적’ 어머니와는 다른 상을 구축하게 된다.  

머스그로브 부인의 육중한 슬픔을 대부분의 주변 인물들은 어느 정도 

달래면서도 결국 껄끄럽게 여기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스그로브 부인이 슬픔을 

멈추지는 않는다. 자신의 슬픔을 재차 호소하자, 웬트워스는 머스그로브 부인의 이 

우스꽝스러운 슬픔을 달래기 위해 앤과 소파에 앉아있던 머스그로브 부인 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는 예상치 못하게 앤의 몸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머스그로브 부인이 기꺼이 웬트워스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소파에 앉아있었다. 오로지 머스그로브 부인에 의해 

갈라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장벽이 아니었다. 

머스그로브 부인은 상당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유약함이나 

감상보다는 즐거운 기운과 좋은 성미를 드러내는 게 백 번 더 

어울렸다. 앤의 가녀린 몸의 동요와 생각에 잠긴 얼굴이 완전히 

가리워진 동안 웬트워스 대령은 자제심을 발휘해 살아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의 운명을 위해 내쉬는 거대하고 살찐 한숨 

소리를 돌보는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 

They were actually on the same sofa, for Mrs. Musgrove had most 

readily made room for him;—they were divided only by Mrs. 

Musgrove. It was no insignificant barrier indeed. Mrs. Musgrove was 

of a comfortable substantial size, infinitely more fitted by nature to 

express good cheer and good humour, than tenderness and sentiment; 

and while the agitations of Anne’s slender form, and pensive face, 

may be considered as very completely screened, Captain Wentworth 

should be allowed some credit for the self-command with which he 

attended to her large fat sighings over the destiny of a son, whom 

alive nobody had cared for. (63) 

서술은 머스그로브 부인이 “즐거운 기운과 좋은 성미를 드러내는데 더 적합한” 거대한 



 

몸을 묘사하는 데 공들이고 있지만 그 몸이 “앤의 가녀린 몸의 동요”를 가리고 있듯, 

어머니의 몸이 가지는 괴상함에 집중하는 서술 뒤에 앤의 몸이 느끼고 있을 강렬한 성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머스그로브 부인에 의해 웬트워스로부터 차단되어있지만, 동시에 

웬트워스가 처음으로 앤에게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기도 하다. 마치 메리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웬트워스의 말을 전했을 때 앤이 웬트워스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렬하게 웬트워스를 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듯이, 앤은 

머스그로브 부인의 몸으로 “매우 완전히 가려진” 순간 웬트워스와 가장 가까워지고 

동요를 느낀다. 

당장은 앤의 “가녀린 몸”과 머스그로브 부인의 “육중한 몸”이 대비를 이루지만, 

앤의 로맨스는 어머니의 몸을 경유하여 다시 이루어진다. 기혼 여성의 몸이 가정 

이데올로기와 길항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앤이 성적인 감각을 느끼는 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앤은 자신 주변의 기혼 여성이 보이는 몸에 처음부터 완전히 

우호적이지는 않다. 메리가 웬트워스를 보러 가는 일에 대해 앤은 “그 행복이 얼마나 

이상하게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지와 상관없이”(however oddly constructed such 

happiness might seem; 55) 메리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메리가 추구하는 만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둔다. 머스그로브 부인의 육중한 몸을 힐난하는 서술이 완전히 서술자의 

독립된 평가인지 앤의 내면에 밀착한 평가인지 불분명한 것도 앤이 서술 앞뒤로 

머스그로브 부인을 경멸하는 웬트워스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은 기혼 여성들의 

몸 사이에서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거리 두면서 그들의 몸과 몸의 행동 반경을 관찰하고 

평하지만 앤 역시 그 반경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는 없는 처지이다.  



 

앤이 그들과 같은 생활 반경을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가정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복잡한 면모를 내비치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적막하던 어퍼크로스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의 공동체의 활력을 주로 담당했던 젊은 세대의 구혼과 사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헨리에타도, 루이자도, 찰스 헤이터도 웬트워스도 없었지만, 방은 그녀가 마지막에 

보았던 때와 바랐던 대로 강한 대조를 만들었다”(Though neither Henrietta, nor Louisa, 

nor Charles Hayter, nor Captain Wentworth were there, the room presented as strong 

a contrast as could be wished, to the last state she had seen it in; 125). 이번에 

어퍼크로스를 활력으로 채운 것은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번잡함은 이를 흡족하게 바라보는 머스그로브 부인의 시선 아래에 소개된다. 

머스그로브 부인은 라임에서도 루이자를 돌보는 하빌 부인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이며, 크리스마스에도 학교에서 돌아온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빌의 

아이들까지 데려와 “아이들의 소란”(clamour of the children; 126)을 만든다. 머스그로브 

부인은 앤에게 “이렇게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런 가정의 조용한 즐거움보다 

그녀를 기쁘게 할 것은 없다”(after all she had gone through, nothing was so likely to do 

her good as a little quiet cheerfulness at home; 126)고 흐뭇하게 평한다. 가정의 소란이 

귀에, 몸에 가장 안정감과 만족감을 선사한다고 느끼는 머스그로브 부인이야말로 

어머니의 몸을 편안하게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머스그로브 부인이 

아이들의 소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모습은 머스그로브 부인이 푸근한 몸으로 

“가정의 폭풍”(a domestic hurricane; 126)을 수용하는 모습은 편안한 쉼의 모습이다. 



 

앤은 자신의 성정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러셀 부인이 사랑하는 바스의 소음 보다도 

머스그로브 부인의 가정의 소란을 마음에 들어한다. 즉, 미혼 여성의 주요 관심사인 

구혼의 빛나는 행복이 아니라 머스그로브 부인의 육중한 몸이 만들어 내는 가정의 

풍경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앤이 머스그로브 부인의 가정 풍경을 인정하게 

되면서 비로소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 공간을 구축하는 머스그로브 부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앤은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가정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켜보며 

역설적으로 그들을 통해 다시 로맨스로 돌입한다. 앤은 여성에 가해지는 젊음과 구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정적 영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을 이미 구혼의 장에서 

벗어난 몸으로 의미화한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 곁에서 그들이 사회의 가정 

이데올로기를 다양하게 전유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앤 스스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몸과 실제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몸이 겪고 있는 균열을 다시 의미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구혼의 시기가 지나버려 ‘가정적’인 돌봄이 삶의 주를 이루는 

노처녀인 상태로도 자신의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 기혼 여성의 

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시 앤의 욕망이 서술될 수 있고, 자각되고 통용될 수 있다.  

앤이 보다 포용력을 가지고 기혼 여성의 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면모는 

메리나 머스그로브 부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도 드러나지만, 스미스 부인을 향한 

태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스미스 부인은 기혼 여성 중에서도 개인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몸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환경이 다 무너져버린 경우이다. 

이는 가정에 속한 기혼 여성의 몸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붕괴를 보여준다. 당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과부의 처참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많이 반영한 인물이다. 스미스 부인의 몸은 불구로 등장하여 어떤 

욕망을 발휘할 여지뿐만 아니라 생존과 생활의 여부까지 불투명한 처지로 보인다. 앤이 

자신의 몸이 취약해졌을 때 어떤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면 스미스 부인이 경험한 

바는 “아픈 방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약함이지 강건함이 아니며, 관대함과 

강인함보다는 이기심과 성급함을 알게 된다”(it is its weakness and not its strength that 

appears in a sick chamber; it is selfishness and impatience rather than generosity and 

fortitude, that one hears of; 103)는 뼈아픈 현실이다.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간호사 루크(Nurse Ruke)를 

동원한다. 스미스 부인은 루크를 통해 실제 물리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들의 취약한 몸을 이용하는 활로를 얻는다. 그녀는 루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더 넓은 

반경의 사람들의 내밀한 사정을 알게 된다. 루크는 스미스 부인의 뜨개질 거리를 

“[환자들이] 심각한 고통에서 막 빗겨 나갔거나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는 때”(when they 

have recently escaped from severe pain, or are recovering the blessing of health; 146)에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서 판매한다. 이미 스미스 부인 자신도 고통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취약해지고 누군가 그런 상태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행동들은 

앤이 기대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자기 부정과 인내의 가르침이 아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미 루크가 전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동이 



 

비도덕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 부인은 “가십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Call it gossip if you will; 146)라고 말하며 개의치 않는다. 루크 

덕분에 스미스 부인은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 자선을 베풀며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하고 여러 “가십”을 들으며 개인적 만족을 성취하고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는 일은 루크가 자신의 몸을 쓰는 일이지만, 이 활동에 스미스 

부인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몸을 빌려 파열된 자신의 몸으로는 발산할 수 없던 

힘을 발휘한다. 

스미스 부인이 앤을 엘리엇 씨와 결혼시키고자 설득하는 모습은 스미스 부인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장면이다.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몸을 통해 

회복하지 못할 자신의 재산을 앤의 몸이 발휘하는 섹슈얼리티를 매개하여 획득하고자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스미스 부인이 앤과 엘리엇의 사이를 짐작하고 그들의 

결혼을 추진하는 행동은 이전 소설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과부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작 앤은 스미스 부인이 엘리엇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 

크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좀 놀랐다가 정말로 남편이 될 줄 알았다던 스미스 

부인의 변명을 쉽게 납득한다. 앤은 스미스 부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잠시 러셀 부인의 

설득에 혹해 그와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비참했을지에 소름 끼쳐 한다. 더 나아가 소설은 

자신의 몸의 안위를 위해 앤의 로맨스에 적극 개입한 스미스 부인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앤의 유사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시킨다. 스미스 부인은 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어머니의 대리자였던 러셀 부인과 동등한 지위가 되고 “[앤과 웬트워스의] 

정착한 곳에 가장 첫번째 방문자가 된다”(She was their earliest visitor in their settled 



 

life; 235). 심지어 결말부는 스미스 부인이 앤 부부의 도움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회복한 모습과 앤의 삶의 기쁨이 병렬적으로 배치되며 끝난다. 소설의 서사는 스미스 

부인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것을 기꺼이 앤의 로맨스 안으로 포섭한다. 이는 앞서 

앤이 다른 기혼 여성들의 몸을 통해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앤은 몸으로 겪는 어려움과 이를 의미화하는 과정이 기혼 여성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하고 그들을 매개로 로맨스를 이어 나가고 끝까지 결실을 맺는다. 

이처럼 앤이 겪는 몸의 불화가 처음에는 켈린치 홀에서 자신을 고립시켰다면, 

앤이 기혼 여성들과 같은 무리에 속하게 되면서 앤의 경험이 그 세계 속 여성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확대된다. 특히 그 경험들이 동질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각자의 몸에 

따라 가정 이데올로기로 결국 포섭될 수 없는 하나하나의 몸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소설은 앤의 몸이 가지는 능력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의 

몸의 가능성을 발굴한다. 무엇보다도 앤이 각각의 몸을 거치며 로맨스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서로의 몸이 겪고 있는 균열을 공유하며 힘을 가지게 된다. 



 

3. “부드러운” 몸과 결혼 플롯 

앞선 장에서 소개했듯 앤은 주위의 기혼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그 

중에서도 앤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크로프트 부인이다. 앤은 지속적으로 크로프트 

부부가 보이는 관계성에 주목하고 특히 그 안에서 보이는 크로프트 부인의 태도와 

행동을 눈여겨본다. 앤은 자신과 웬트워스의 옛 관계를 회상하면서 크로프트 부부가 

유일하게 그들과 필적할 만한 친밀감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바스에서도 앤은 “어디를 

가든 그들을 보며”(Anne saw them wherever she went) 그들이 항상 함께 있는 모습이 

“그녀에게 가장 매력적인 행복의 풍경”(a most attractive picture of happiness to her; 

158)이라고 여긴다. 앤이 크로프트 부부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둘만의 “행복한 

독립성”(happy independence)을 즐기며 강력한 애정을 보여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해군 

동료들을 만났을 때 크로프트 제독(Admiral Croft)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크로프트 

부인이 주위의 다른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똑똑하고 예리해 보이는”(Mrs. Croft looking 

as intelligent and keen as any of the officers around her; 158) 모습도 중요하다. 좁게 

붙어 앉아 시골을 누비는 그들의 이륜마차에 동행했을 때, 앤은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할 뿐 아니라 크로프트 제독의 거친 운행으로 위험에 처하자 

“크로프트 부인이 침착하게 직접 고삐를 조종해 기쁘게 위험을 탈출하는”(by coolly 

giving the reins a better direction herself, they happily passed the danger; 85) 모습을 

이미 눈 여겨 보았기 때문이다. 앤은 자신이 크로프트 부인이 각별히 아끼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짐작하고 기뻐하기도 할 만큼 그녀를 의식한다. 



 

 커크햄은 크로프트 부인이 보여주는 강력한 이성적 면모를 새로운 여성 모델의 

등장으로 이해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이성적인 존재이며 그것이 성차보다도 더 

우선하여 동일한 생활 방식이나 도덕 관념을 가진다는 주장은 대체로 진보적인 입장과 

가까웠으며, 특히 울스턴크래프트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Kirkham 153). 특히 “크로프트 

부인은 18세기 말에 리처드 폴웰과 안티-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성의 

감상적인 이상향에 맞지 않는 ‘성이 없는 여성’의 모습을 교정한다”(Mrs. Croft 

corrects the caricature of the ‘unsexed female’, the woman who does not fit the 

sentimental ideal of femininity created by Richard Polwhele and the anti-feminists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Kirkham 153). 피터 녹스쇼(Peter Knox-Shaw) 또한 

오스틴이 계몽주의의 전통 아래에서 있다고 보며 크로프트 부인의 언어에서 

울스턴크래프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238). 그러나 녹스쇼는 

울스턴크래프트와 달리 오스틴이 “회의적인 갈래”(sceptical branch; 242)에 속하며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인식하는 쪽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 

오스틴이 이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강렬한 감정의 가치, 성적 매력의 흥분, 그리고 

견뎌내는 힘을 가진 사람의 존엄을 주장한다”(insists on the value of strong feeling, on 

the excitement of sexual attraction, and on the dignity of those who show the power to 

endure; Knox-Shaw 241)고 지적한다. 녹스쇼가 크로프트 부인의 사례를 재조명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크로프트 부인이 가지는 강점을 이성의 발휘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다.  

 크로프트 부인의 이성적 면모를 강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대목은 여성이 배에 

탈 수 있는지 웬트워스와 논쟁하는 부분이다. 크로프트 부인은 “마치 여성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근사한 숙녀이기만 한듯이”(as if women were all fine ladies, instead of 

rational creatures; 65) 말하는 웬트워스에게 불만을 가진다. 크로프트 부인은 분명 

여성의 이성적 힘을 강조하는 논리를 가져오지만, 크로프트 부인이 반대하면서 생기는 

맥락은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웬트워스는 “여성과 아이들은 갑판 위에서 편안하게 

지낼 권리가 없다”(Such a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have no right to be comfortable 

on board; 65)는 논리로 여성의 승선에 반대한다. 여성은 험난한 배에 탈 “권리”조차 

없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언어는 곧장 “편안하게” 지내는 문제와 연결된다. 배라는 

공간에 입성하는 일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여성의 몸은 위험한 풍랑이 부는 

사회가 아닌 가정 안에서만 “편안하게” 머물러야 한다는 공간 분리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로프트 부인이 여성의 이성적 능력을 피력하면서 반박하긴 하지만, 

웬트워스가 가진 문제의식은 이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기반하고 있다. 

존슨은 “여성의 강인함뿐만 아니라 이를 가질 ‘권리’에 대한 반감”(The objections not 

only to female sturdiness, but also to a female “right” to it; 151)이 웬트워스로 하여금 

앤의 자질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웬트워스가 여성의 몸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앤의 몸이 “강인한 마음”(strength of mind)과 “부드러운 

태도”(sweetness of manner)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앤의 

능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크로프트 부인이 웬트워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은 “우리 중 누구도 항상 물이 

잔잔하길 기대하지 않는다”(We none of us expect to be in smooth water all our days; 

65) 이다. 그녀는 바다 위의 상황을 살필 줄 아는 이성뿐 아니라 잔잔하지 않은 물에도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크로프트 부인은 육지에 머물기보다 바다를 누비는 것을 

선호하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도 불편함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크로프트 부인의 항변은 이미 가정 공간 바깥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녀의 몸을 강력한 증거로 동반한다. 또한 기혼 여성이자 

얼굴이 “풍화된”(weather-beaten; 46) 해군의 아내로서 젊은 여성의 ‘활달한’ 몸은 

벗어나 있지만 크로프트 부인은 누구보다 강력한 육체적 에너지와 친밀한 섹슈얼리티를 

선보인다. 오패럴에 따르면, 얼굴의 홍조가 센시빌리티를 가졌는지의 척도로 사용되는 

사회에서 크로프트 부인은 얼마든지 무감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소설은 

“거칠어진 안색이 개인의 무감함을 동반하리라는 예감을 반박한다”(disputes the sense 

that personal insensitivity attends upon the roughened complexion; O’Farrell 45). 거친 

얼굴을 가지고 홍조를 띠지 않아도 “서른 여덟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도 생동감 넘치는 

만족을—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여전히 느끼고 가질 수 있다”(that animating pleasures 

are still to be felt and taken—if not displayed—at eight and thirty and beyond; O’Farrell 

47). 오히려 거친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크로프트 부인이 자신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풍화된 얼굴은 더 이상 몸의 기능이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에 닥치는 불편함과 변화 등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크로프트 부인은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만족을 느끼는 삶이 가능하다는 훌륭한 예시이다.   

요컨대, 크로프트 부인의 예가 보여주는 바, 다치는 몸이 자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오스틴은 몸이 다칠 때의 아픔을 말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다치지 않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몸은 계속해서 다칠 것이다. 안전한 세계란 없다. 가장 운이 좋은 

웬트워스조차도 몸이 다치는 사고를 목격해야만 하고, 몸의 취약함을 배우고 나서야 

앤의 미덕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웬트워스는 소설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게 

“쾌활한 성격”(sanguine temper; 27)과 “온기와 열정”(warmth and enthusiasm; 151)을 

드러내는 남성 인물이다. 웬트워스가 가진 몸의 활력은 그가 몸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쉬지 않고 노를 저어 벤윅을 위로하러 갈 

수 있었고, 반 시클 존슨이 정확하게 짚어냈듯이 앤과 대화 없이 서로 상대방의 몸을 

인식하고 관찰하며 시선으로 교류한다. 벤윅을 돌보았던 돌봄의 능력이 앤에게도 

발휘된다(Wiltshire 170-73). 특히 웬트워스는 앤의 몸이 지쳐있는 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며, 이런 장면이 둘의 가장 

직접적이고 성적인 교류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웬트워스의 몸은 활기가 넘치고 8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매력적이다. 

웬트워스의 자신감은 자신의 몸에서 비롯된다. 8년의 시간이 앤의 젊음을 앗아갔다면, 

웬트워스에게는 활력 넘치는 몸과 “그의 신체적 이점을 줄이는 일 없이 더 빛나고 

남성적이며 피어나는 얼굴을 선사했다”(given him a more glowing, manly, open look, in 

no respect lessening his personal advantages; 57). 웬트워스는 “이런 분위기와 외모를 

가진 사람의 중요성을 이해할 만큼 바스에 오래 머물렀던 엘리자베스가”(that Elizabeth 

had been long enough in Bath,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 man of such an air and 

appearance as his; 212) 더 이상 그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고 해군을 경멸하는 월터 

경조차 웬트워스의 외모를 “빛 아래서 여러 번 잘 본 후에 그의 생김새에 상당히 놀랐을 



 

만큼”(when he saw more of Captain Wentworth, saw him repeatedly by daylight and 

eyed him well, he was very much struck by his personal claims; 232) 출중하고 인정받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는 머스그로브 자매들과 친척들에게는 잠재적 구혼자로서 단번에 

동경을 얻는다.  

웬트워스의 활기 넘치는 몸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몸의 힘을 보여주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소설 초반까지 “그의 모든 활기 넘치는 기대와 확신은 

정당하다고 판명나”(All his sanguine expectations, all his confidence had been justified; 

29)고 그의 몸은 다치지 않은 채로 승진과 미래를 확보한다. 활력 넘치는 몸에서 

비롯된 무모함은 “자신이 이제까지 운이 좋았으며 그 운이 계속되리라 믿게”(He had 

always been lucky; he knew he should be so still; 27) 만들고, 운과 맞아떨어진 그의 

강력한 활력은 해군으로서 승승장구 하는 데 기여하는 듯이 보인다. 웬트워스는 “그보다 

후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만큼”(With no more interest than his) 혈혈단신으로 첫 

배 애스프(Asp)를 얻고, 그 배가 “함께 해저로 가라앉든지 출세하게 만들어주리라 

알았다”(I knew that we should either go to the bottom together, or that she would be 

the making of me; 61)는 무모한 믿음은 다시 한번 운과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로 승진의 

기세를 잡는다.  

한편으로는 웬트워스가 해군이라는 직업 치고는 닳지 않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운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운영해온 바와 연관이 있다. 그의 능력은 

한번도 “가라앉은 적 없다”(not sinking)는 부정형으로 표현된다(Benis 202). 토비 

베니스(Toby Benis)는 해군이 새로운 질서의 대변자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유적이자 축자적 의미의 “난파”를 마주하는 직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로라 

브로디(Laura Brodie)의 주장대로 『설득』의 결말이 예비하고 있는 전쟁의 그늘은 완전한 

안정을 확신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베니스가 짚어낸 대로 난파(shipwreck)의 비유와 

실제는 소설에서 계속해서 등장한다. 편재하고 있는 난파에 대한 비유와 암시는 이 

세계에서 몸이 성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베니스는 정작 

웬트워스가 앤 보다도 "난파"와 같은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웬트워스를 통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해군 영웅주의(naval heroism)는 영웅적이고 

새로운 가치로서의 우수한 면모를 발휘하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Benis 208). 외모와 

자산에만 몰두하는 지주 계급보다도 활력 넘치고 다정한 해군이 새로운 ‘영웅’으로 

급부상하면서 웬트워스는 남의 위기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엘리엇 씨와 달리 더 

나은 위기 대처법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실제로 웬트워스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재능을 보이기 때문에 몸을 지키는 데 무력하지 않을 듯 보인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의 장면에서 특히 웬트워스가 상당히 

보잘것없이 나온다는 점이다”(But what is striking about the central scene of crisis in this 

novel . . . is how poorly Captain Wentworth in particular shows up; Benis 205).   

“이 소설에서 위기의 중심 사건”인 라임에서 일어난 루이자의 추락은 

웬트워스의 몸이 안전하고 변함없을 수 있었던 원인이 그가 이제껏 상해를 일으킬 만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루이자가 추락하여 정신을 

잃자 웬트워스는 곧 “그녀만큼이나 창백한 얼굴로”(with a face as pallid as her own; 102) 

변한다. 웬트워스는 “마치 모든 힘이 사라진듯이”(as if all his own strength were gone)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Is there no one to 

help me; 102)라고 물으며 도움을 구한다. 웬트워스는 정작 가장 그의 활력이 필요한 

순간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앤만 “모든 힘과 열의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로 헨리에타를 돌보면서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메리를 조용히 시키고, 찰스를 북돋고, 웬트워스의 감정을 달랬다”(Anne, attending 

with all the strength and zeal, and thought, which instinct supplied, to Henrietta, still 

tried, at intervals, to suggest comfort to the others, tried to quiet Mary, to animate 

Charles, to assuage the feelings of Captain Wentworth; 103). 앤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탱하고 돌본다. 웬트워스는 앤이 어느 정도 

힘을 쓰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 오히려 웬트워스는 그 전까지 운에 의지해 

험난함을 잘 피해온 경우라면, 앤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는 감각을 길러왔다. 루이자의 

몸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앤의 몸이다.   

사실, 남성 주인공인 웬트워스가 몸의 취약함을 깨닫기 위해 무력해지고 여성 

주인공인 앤이 힘을 발휘하는 구도는 다른 제인 오스틴 소설의 결혼 서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오스틴은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 권력 차가 있음을 의식하고 그 

힘의 차이가 구혼의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예리하게 포착하며, 결과적으로 그 

권력 차가 조정되면서 결혼에 이르는 결말이 왜 합당한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결혼이 

당대의 실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면, 오스틴은 현실의 

결혼이 제공하는 안전망과 제한을 재구성하여 결혼이 주인공에게 일정한 성취로 

주어지도록 만드는 동시에 결혼이 내재하고 있는 아이러니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다. 



 

로라 무니햄(Laura Mooneyham)은 “대체로 여성 주인공들이 사랑의 역학을 통해 언어적 

재건을 경험한다”(In general, Austen’s heroines undergo a linguistic rehabilitation 

chiefly through the dynamics of love; x)고 설명한다. 특히 『맨스필드 파크』와 『설득』은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을 교육하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결혼으로 끝나는 오스틴 

소설의 결말은 “성공적인 사랑과 언어적 성숙의 이중적 축하”(a dual celebration of 

victorious love and linguistic maturity; x)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무니햄은 오스틴의 

소설에서 언어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며, 사랑의 관계를 통해 언어적 성장을 완성하는 

결말이 오스틴 소설의 목적이라고 이해한다.   

『설득』은 다른 오스틴 소설의 결혼 서사 틀을 어느 정도 반복하는 동시에 

분명한 차별점을 가졌다. 무니햄은 『설득』이 보이는 차이점을 정확히 짚어내지만 이를 

다시 언어의 문제로 풀어내면서 유사한 결말을 도출한다. 그러나 무니햄이 지적한 

차이는 결정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끈다. 첫번째로 무니햄은 “다른 오스틴 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일정 수준의 도덕적 이해에 다다르면 남성의 사랑으로 보상을 받”(in the 

other Austen novels, once a heroine has reached a certain level of moral understanding, 

she is rewarded with the love of the hero; 147)지만 『설득』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른 소설의 결혼 서사가 어떠한 도덕적 경제적 완성 등을 이룩하는 과정으로 

그려진다면 『설득』은 결혼을 향해가는 과정이 무엇의 완성을 위한 진전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의 결과,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내하면서 사는 삶”(of living with 

the consequences of wrong judgment, even that of others; Mooneyham 147)이다. 앤은 

이미 완성된 성숙한 주인공이지만 오히려 당연한 전제처럼 주어지던 젊은 몸이 사라지는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 따라서 『설득』의 결혼 서사는 무언가에 대한 완성을 상징하기 

보다는 앤의 감정과 로맨스에 집중하여 진행되고 앤의 몸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미 결혼 서사가 이용되던 보상의 절차를 한번 벗어났기 때문에, 앤이 

이후에 결혼한다고 해서 다시 다른 결혼 서사처럼 보상과 안정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결혼 서사가 진행되면서 앤이 어느 정도 혈색을 되찾고 “젊음과 아름다움의 

두번째 봄으로 축복받을 수 있을지”(that she was to be blessed with a second spring of 

youth and beauty; 115) 기대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젊음을 완전하게 회복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앤은 “젊음의 혈색을 제외한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우아한 스물 일곱의 

여성”(the elegant little woman of seven and twenty, with every beauty excepting bloom; 

144)이다.  

앤과 웬트워스의 로맨스에서 웬트워스가 통과하는 관문 또한 다른 결혼 

서사에서 남성 인물을 교육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경우와는 다르다. 존슨은 

웬트워스가 대체로 “성격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월터 경의 삶이 대표하는 방식에 

반대되는 ‘신 남성’”(‘new man,’ temperamentally as well as ideologically opposed to 

the way of life Sir Walter represents)으로 등장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기사도를 발휘하는 

등의 모습은 월터 경만큼이나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한다(157). 따라서 존슨은 앤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집”(self-will; 157)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웬트워스의 고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그의 몸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웬트워스는 앤에게 좀 더 일찍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를 

스스로가 거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스스로 벌었다고 



 

믿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에 익숙해져 있었다”(I have been used to the gratification of 

believing myself to earn every blessing that I enjoyed; 231)고 말한다. 이전의 

웬트워스가 자신의 몸을 통해 일한 “명예로운 수고”(honourable toils) 뒤에 “정당한 

보상”(just rewards; 231)이 따라오는 결과를 당연시 여겼다면, 자신의 몸이 불러오지 

않는,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우게 

된다. 웬트워스는 라임의 사건을 통해 앤의 몸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고통”(It is a sort of pain, too, which is new to me; 

231)이라고 고백하고 건강한 자신의 몸에 대한 신화와 믿음은 깨진다. 웬트워스는 이 

앎을 통해 앤의 몸이 가진 능력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고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교육 후 새로운 앎을 얻거나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다른 

남주인공과 달리, 웬트워스가 몸의 취약함을 알게 된다고 해서 웬트워스의 몸이 당장 

변화하거나 웬트워스가 자신의 몸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이 깨달음 

이후에 웬트워스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몸이 얼마나 취약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지를 

되새기는 것뿐이다.  

『설득』의 결혼 서사는 땅과 집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 웬트워스가 땅과 집을 

소유한 지주 계층도 아니거니와 “『설득』은 오스틴 소설 중에서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과 

함께하는 최종적인 집이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유일한 소설이다”(Persuasion is the 

only one of Austen’s novels in which the heroine’s eventual home with the hero is left 

unspecified; Mooneyham 159). 무니햄은 이러한 결말이 토지(estate)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며, 앤은 해군의 아내로서 엘리엇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질서로 옮겨간다고 생각한다(158). 무니햄과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들은 앤이 

자신의 가족을 떠날 뿐 아니라 앤의 이름이 “유산과 계보의 책”(the book of inheritance 

and heritage)이 아니라 “성취와 업적의 목록”(the lists of accomplishment and deeds; 

Mooneyham 158)에 적히면서 구 세대의 귀족/지주 계급이 아닌 능력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계층으로 이행하는 구도로 인식한다. 그러나 앤의 결혼 서사에 등장하는 

“멍청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지주들은 영국 사회의 역사나 오스틴의 

소설에서나 새롭지 않으며”(foolish and financially embarrassed landowners are nothing 

new to English social history or to Austen’s fiction; Johnson 145), 지주층이 몰락 

직전에 다다른 모습이 자주 그려지는 데 비해 완전한 파국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존슨의 지적대로 월터 경은 켈린치 홀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했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시골 지주인 머스그로브 가족의 위세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설득』이 땅을 가진 상류 계층의 몰락을 그린다고 볼 수는 

없다(145). 또한 여주인공에게 지주층이 가지는 특권적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주층이 아닌 다른 계급을 선택하는 양상이 해군이 완전히 새로운 권력 

계급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 그 계급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러나 소설의 서사는 해군의 삶이나 그 사회를 조명하면서 이제껏 오스틴이 

상찬해온 지주 계급의 안정성과 분명히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해군의 삶이 안정적인 집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엘리엇 씨를 

택하기에는 “엘리엇 부인”(Lady Elliot)이라는 이름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안정성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한다. 월터 경을 중심으로 한 권력 계층을 살펴보면, 그들은 



 

지주로서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거의 드물다. 월터 경은 오로지 외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나 족보를 끊임없이 다시 읽으며 자신이 준남작임을 확인하는 일, 

곧 현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다. 자신이 물려받은 켈린치 홀을 

쪼개어 매매할 수는 없지만, 같은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켈린치 홀을 남아서 

돌보기보다는 차라리 떠나버리는 쪽을 택한다. 예산을 줄여야 했을 때 “불필요한 몇몇 

자선 사업”(some unnecessary charities; 11)이 가장 먼저 경감의 대상이 되었듯이, 월터 

경에게 자신의 계층과 권위란 어떠한 의무나 영향력조차 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을 

우아하게 보이게 할 외모와 다를 바가 없다. 그에게 “신사의 품위”(decencies of private 

gentleman)란 오로지 “여행, 런던, 하인, 말, 식탁”(Jouneys, London, servants, 

horses, table; 14)을 의미할 뿐이다.   

월터 경을 위시로 한 지주 계급이 더 이상 유의미한 사회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날 때, 앤은 계급에 대한 남다른 태도를 보인다. 월터 경은 

계속해서 홀로 젊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에 의한 공격을 어떻게 

피할지만 골몰하고, 엘리자베스 또한 마찬가지로 “29살의 나이에 대한 자의식”(the 

consciousness of being nine-and-twenty; 8)을 불러 일으키는 시간의 공격을 피해 

자신의 안온함을 지키기 위해 준남작(이상)의 남성과 결혼을 꿈꾼다. 앤은 일찍이 이 

세계의 논리에서 탈락하면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우위에 집착하기만 

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동시에 바스로 옮겨온 데 아무런 불명예를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와 언니를 보고 한숨을 쉰다. 앤은 권위와 우위를 의식하고 지키려 

하기보다는 그 계급이 가능하게 하는 영향력을 알맞게 사용하고자 한다.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는 교구의 사람들에게 앤이 직접 마지막 인사를 하는 광경은 앤이 몸을 움직여 

자신에게 주어진 계급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곧 앤에게 지위 또한 

몸에서 비롯된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이고, 앤이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모습은 돌봄 등을 통해 터득한 자신의 몸을 다르게 쓰는 방법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앤을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엘리엇 가문이 제공하는 계층적 지위는 몸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면서 도리어 몸의 힘을 극도로 제한한다. 앤이 자신의 몸을 통해 

발휘하는 노동이나 에너지가 엘리엇 가문을 지탱한다 할지라도 엘리엇 가문 안에서는 

의미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앤은 이 공동체를 벗어나 몸의 일을 더 잘 이해하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앤이 웬트워스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These would have been all my friends; 92)하고 낙담하는 장면에서 앤이 해군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삼고 싶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앤이 왜 해군 사회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기 위해 다양한 『설득』 연구는 해군을 새로 떠오르는 

계급으로서 다양한 미덕을 가진 집단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피오나 스태포드(Fiona 

Stafford) 또한 지주 계층에서 벗어나 능력주의의 질서를 가진 해군으로 넘어가는 “앤의 

서사가 당대 사회에 대한 일종의 우화”(Anne Elliot’s personal history is in part a fable 

for contemporary society; 145)라고 이해한다. 특히 하빌이 집안을 꾸미는 모습에서 

가정성(domesticity)을 읽어내면서 해군이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대안”(an alternative 

route to power and influence)뿐만 아니라 “내면의 가치,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망”(Intrinsic worth, personal responsibility, and the 



 

desire to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others; Stafford 145)과 같은 특질들을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도덕성까지 부여한다. 해군이 보여주는 가정적 특징이 새로운 

계급으로서 덕목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땅과 재산을 가진 신사나 

목사 같은 전통적으로 상류 계층의 직군 종사자인 남성과 결혼했던(McMaster 117-19) 

다른 오스틴 소설과 달리 해군인 웬트워스가 앤을 위한 상대로 선택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설득』에서 해군 사회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해군이라는 

직업이 언제나 몸이 전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터 경이 말했듯이 해군의 

얼굴이 가장 많이 보기 흉하게 거칠어지고, 하빌처럼 다리를 다치기도, 딕 

머스그로브처럼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다치는 것이 일상인 바다 위에서 상처는 

명예로운 훈장이기도 하지만 상해의 위험이 완전히 미화되지는 않는다. 해군이 지주와 

비교했을 때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집단이지만, 종국에는 자신의 몸의 

능력보다도 파도와 바람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몸의 

능력보다는 취약성을 알게되는 직군이다. 또한 해군 사회의 여성들은 켈린치나 

어퍼크로스의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언급한 크로프트 

부인뿐만 아니라 하빌 부인 또한 라임에서 루이자가 떨어진 후에 정신 없는 사람들 대신 

판단하여 루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뛰어난 간호 능력으로 루이자를 도맡아 

돌보는 등 몸의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설득』 속의 해군 남성 인물들은 상처와 풍파에 맞서기 위한 굳건한 몸을 

중시하는데, 소설은 해군 사회의 몸에 대한 긴밀한 반응을 포착하더라도 그들의 굳건한 



 

몸을 중요한 미덕으로 삼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오래 사랑하는가에 대해 

앤과 하빌이 논쟁하는 장면에서 하빌은 남성의 감정이 더 오래가며 이는 남성의 몸이 

가지는 힘과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신체적 틀과 정신이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남자들의 몸이 

가장 강하니, 감정 또한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장 거칠게 취급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으며 악천후에도 밖을 나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감정이 가장 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유추가 동일하게 

우리의 감정이 더 부드럽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지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굳세지만 더 오래가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애착의 성질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I believe in a true analogy between our bodily frames and our mental; 

and that as our bodies are the strongest, so are our feelings; capable 

of bearing most rough usage, and riding out the heaviest weather.”  

“Your feelings may be the strongest, . . . but the same spirit of 

analogy will authorise me to assert that ours are the most tender. Man 

is more robust than woman, but he is not longer-lived; which exactly 

explains my view of the nature of their attachments. . .” (219)  

강한 몸을 가진 남성만이 “가장 거칠게 취급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고 악천후에도 밖을 

나설 수 있다”는 하빌의 주장은 여성은 배를 탈 수 없다는 웬트워스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자신의 몸과 그에 따른 감정이나 정신 등이 모두 굳건하리라는 믿음이 바다로 



 

나가는 비유와 연결하는 양상은 해군으로서 직접 풍파를 맞닥뜨리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쌓아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장면과 

소설을 통틀어 드러나는 사실은 그 거친 날씨를 뚫고 다니는 웬트워스보다도 “부드러운” 

감정을 지닌 앤이 더 곤란한 물리적 상황과 오해들을 견뎌낸다는 점이다. 소설은 강하고 

건강한 몸이 발휘하는 힘보다 다치고 사회에서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의 몸이 

가지는 앎과 능력을 더 우위에 놓는다.  

오스틴이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는 했지만, 이제까지의 결혼 서사가 

완성과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면, 『설득』은 결혼 서사를 변주하면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결론이 개인을 완성하거나 안전하고 확실한 보상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히려 앤의 로맨스는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적나라하게 체감하는 

것이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이야기이다. 몸의 취약성이나 고통에 대한 앎이 유일한 

보상이라면 보상이다. 대신 이 소설에서는 몸에 대한 자각이 이전과 같은 층위의 지적 

성숙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즉, 다친 몸을 가지고도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앤과 웬트워스가 얻게 되는 보상이다. 앤이 라임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웬트워스의 예상과 다르게—끔찍한 사건의 현장을 떠올리기 보다 

즐거움이 있었던 장소로 기억할 수 있는 태도가 이 로맨스로 얻게 되는 결과이다(Benis 

207).  

그러나 고통이 끝나면 그에 대한 기억은 자주 기쁨이 되지요. 어떤 

장소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꼭 그 장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고통만, 아무것도 아닌 고통뿐이었다면 그렇겠지만 



 

라임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지막 두 시간 동안에만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죠. 그 전에는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 새로움과 

아름다움이라니!   

-but when pain is over, the remembrance of it often becomes a 

pleasure. One does not love a place the less for having suffered in it, 

unless it has been all suffering, nothing but suffering—which was by 

no means the case at Lyme. We were only in anxiety and distress 

during the last two hours; and, previously, there had been a great deal 

of enjoyment. So much novelty and beauty! (173)  

월터 경의 바스 사회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웬트워스의 몸이 찬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다치면서 로맨스를 배운 앤의 몸이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치기 

쉬운 세계에서 다치지 않고 넘겨왔던 웬트워스가 오히려 다친 이후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배우는 셈이다. 앤과 웬트워스가 결혼한 후에도 다가오는 전쟁 앞에 몸과 

삶은 여전히 위태롭지만, 그 위험은 이미 두 사람의 기쁨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임의 

상처를 잊지 않되 그것이 라임에서의 인상을 모두 뒤덮지 않았듯이, 『설득』은 약함과 

고통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설득』 또한 그 어느 누구도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 끝난다. 어느 때보다 월터 경이나 엘리자베스 등의 인물에 대해 냉담한 

결과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앤 주변을 둘러싼 많은 여성 인물들은 제각기 자리를 

잡는다. 러셀 부인은 “웬트워스를 제대로 알고 정당하게 판단하기 위해 애쓰며”(making 

some struggles to become truly acquainted with, and do justice to Captain Wentworth, 

233) 앤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을 배우고, 머스그로브 부인은 바스에서도 여러 

세대의 자식들이 일으키는 소란을 즐겁게 바라보며, 클레이 부인은 월터 경의 눈 밖에 

나지만 오히려 엘리엇 씨와 한 통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엘리엇 부인의 자리를 

노린다. 메리는 “웬트워스가 준남작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앤보다 자신의 처지가 

낫다고 느끼며”(if they could but keep Captain Wentworth from being made a baronet, 

she would not change situations with Anne, 234) 지속적으로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애쓰고, 스미스 부인은 건강과 친밀한 친구를 모두 되찾는다.  

『설득』이 맺는 행복한 결말이 좀 더 흥미로운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전히 

이 세계의 위협이 다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득』의 많은 인물들이 일말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이 회복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않는다. 결말부에 전쟁의 

기운을 지울 수 없듯이 소설을 거쳐오며 인물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불편함은 앞으로도 

잔존할 것이다. 이 불길한 예시에도 불구하고 『설득』의 결말을 마냥 비극적으로 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인물들이 일말의 회복을 저절로 얻지 않았으며 자신의 몸을 부단히 

움직여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인물들은 여성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자신의 

몸의 위치를 가늠하고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몸에 젊음을 절대적인 가치로 새겨 넣고, 가정적 어머니의 틀에 

알맞게 들어가기를 요구한다. 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반드시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규범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포함된다. 앤은 노처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그 안에서 돌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정체성을 새롭게 

발굴해야 했다. 머스그로브 부인이나 메리와 같은 어머니들과 러셀 부인 스미스 

부인같은 과부들은 기혼 여성에게 주어진 가정 이데올로기가 완전하게 들어맞을 수 

없으며 각 여성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그 규범을 체화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여성이 처한 위치에 따라 언뜻 보기에는 분절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잣대가 들이밀어지는 듯 보이지만 서로 다른 위치의 경험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교차한다. 앤이 노처녀로서 경험하는 섹슈얼리티의 

불만족이나 자아실현의 문제는 단지 미혼 여성으로서 구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 

영역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연관이 있다. 기혼 여성들은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제거된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겪고 이는 다른 미혼 여성과 다음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징후적으로 나타난다. 

규범적 여성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의 문제는 각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비춰지며 발견된다. 오스틴은 여성 인물들이 



 

서로의 처지를 통해 유사한 측면을 발견하거나 비교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한다.   

그 가운데 크로프트 부인처럼 거친 세상의 위협을 부정하지 않고 겪어내는 

여성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크로프트 부인의 거친 피부와 풍랑을 

견뎌낸 몸으로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따뜻한 태도는 그녀가 여성에게 부여되는 

이데올로기의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 모습 어느 쪽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규범의 수용과 적응의 과정은 반드시 이데올로기에 일방향적으로 순응하고 

정의되는 양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언제나 그 구성된 표면을 다시 자신 안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표면을 다른 모양으로 소화한다. 즉, 접어들어가는 표면이 안에서 

의미화를 거쳐 나올 때, 그 몸은 여전히 표면을 구성하는 규범 안에 존재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규범 안에서도 구성되는 자신을 의미화하는 경험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앤은 

8 년의 시간 동안 수만 가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머스그로브 부인을 

향한 냉랭한 서술자의 시선이나 메리의 사소한 불만족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를 통해 의미화하고 통용하는 이 고통은 다른 무엇보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설득』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연한 삶을 

가능케 한다. 『설득』은 세계가 안온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강조하면서 그 불안한 세계에서 

위태로운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규범과 상황의 의미를 치열하게 몸으로 겪어낸 여성 



 

인물이 소설의 중심에 떠오른다. 고통과 기쁨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체화한 앤의 “두 

번째 봄”은 첫 번째 봄만큼 빛나지 않더라도 가장 탁월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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