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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패싱 개념은 기존의 경계선 넘기 내지는

본질주의에 한 도 ,그리고 본질의 설정 자체에 한 극도의 거부 개념

에서 탈피한 것이다.이 논문은 시 으로 변천해가는 인종 경계선의 다양

한 양상을 살피면서도 항존하는 인종 경계선의 힘 때문에 인종 경계선을 넘

어야만 하는 주체의 상황 내면 심리 등을 통해 어느 한 인종에 부당하게

묶여야 할 뿐만 아니라,사회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인종으로 넘어가

야만 하는 상황 자체에 한 작가의 패러디로서 문학 패싱을 정의하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먼 뮬래토라는 존재를 ‘흑인도 백인도 아닌 둘 다’인

존재로서 제할 필요가 있다.‘흑인도 백인도 아닌 둘 다’라는 뮬래토로서

의 존재를 고려해보았을 때,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흑인으로 규정되

어 인종 경계선을 넘어 백인 사회로 진입한다는 허구 상황 자체가 뮬래토

라는 개념 자체와 상충된다.다시 말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뮬래토

가 인종 경계선의 힘에 따라 흑인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도 허구 이거니와,

한편으로 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패싱을 통해 인종 경계선을 넘는다

는 설정 역시 그 자체로 허구 이라 할 수 있다.요컨 ,이 논문은 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인종 경계선의 힘 때문에 흑인 혹은 백인이라는 인종

카테고리에 묶여야만 하는 허구 인 상황 조건 하에서,그 경계선을 넘

는 패싱을 허구 상황에 허구로서 응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패러디로서

개념화하고자 한다.패싱 소설의 작가는 뮬래토 주체가 흑/백의 어느 범주로

도 환원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이 강압 으로 경계 지워지

고,경계 넘는 모습을 재 함으로써 이 경계의 작 성을 패러디하는데,이것

이 이 논문이 개념화하고자 하는 문학 작품에서의 패싱이다.

인종 경계선은 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허구이다.다시 말하면,인

종 경계라는 그 성격은 허 이지만 역사 으로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역사 구성물로서의 으로 본다면,인종 경계선은 명백히 인 것

이 아니며 사회 동인(agent)의 향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 외부에서

이상 인 양태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한 인종 경계선의 양상 향

력은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가며 (재)구성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실재하는 흑/백 분리라는 존재 기반으로서의 인종 경계선의 힘은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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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속성을 띤다.따라서 불변의 인종 경계선의 존재론

속성과 시 별로 변해가는 인종 경계선의 실체 모두를 복합 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역사 맥락에 따라 패싱이 넘어서고자 하는 인종 경

계선이 어떻게 달라지며,이와 더불어 패싱을 하는 주체의 략의 의미가

어떻게 변모되면서 다양하게 재 되는지 그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패싱

내러티 가 기본 으로 인종 정체성에 얽힌 비 에 한 스토리텔링 형태

임을 감안할 때,그것은 특수한 역사 상황에 처한 화자의 사회 치를

고려해야만 제 로 읽힐 수 있다.정체성 다시 쓰기의 서사인 패싱 내러티

는 패싱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물리 ·심리 ‘자유,’물질 이득과 불가

분한 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기본 으로 백인으로 패싱을 할

수 있음은 더 높은 지 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제 조건을 가지는 셈이 되

었는데,그것은 그 시 와 장소에 따라 주인/노 ,인간/재산, 산층/하층민,

시민/비(非)시민,미국인/비(非)미국인 등 패싱이 넘어서야 할 다양한 경계선

앞에 놓이게 되었다.따라서 이 논문은 인종 경계선이 노 제 시 부터 오

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어떻게 계속 지

속되어 왔는지,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재)설정을 겪어 왔는지와 함

께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종 폭압과 연 되어 왔는지를 살피고자 한

다. 한 패싱 내러티 의 주체들이 이처럼 시 에 따라 (재)설정되어 온 인

종 경계선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19∼20세기 미국의 소설,마크 트웨인의  바보 슨 ,제임스

웰든 존슨의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필립 로스의  휴먼 스테인 

을 다룬다. 바보 슨 에서 ‘백인이 된 흑인’은 “탐”이고,‘흑인이 된 백인’

은 “샹 르”이다. 한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에서 화자는 소설의

제목처럼 ‘백인’으로 살아가다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종국에

는 다시 ‘백인’의 삶을 살아가는 ‘흑인이 된 백인’이자,‘백인이 된 흑인’이다.

 휴먼 스테인 의 주인공 콜먼 실크는 “노포크 사창가에서는 흑인이라고 쫓

겨났고 아테나 학에서는 백인이라고 쫓겨난 거야.”라는 말이 상징하듯,흑

인과 백인의 삶을 오간 ‘흑인이 된 백인’이자,‘백인이 된 흑인’이다.그러나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살아온 삶이 백인과 흑인 간의

뒤바 삶이라거나 흑인과 백인을 오간 삶이라는 축자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이 논문은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패

싱’을 선택하는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 ‘인종’이라는 제약이 삶을 재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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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그러한 허구 제약 때문에 인종 정체성을 장해야만 하는 상황

을 분석하며 인종 경계의 의미와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흑백’아기 뒤바

꾸기 모티 를 심 소재로 한  바보 슨 에서의 “탐”과 “샹 르”의 교차

된 삶,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삶을 오가는 존슨 소설의 화자는 흑과 백의

본질에 한 근원 성찰을 보여 다. 휴먼 스테인 의 경우에는 콜먼이라

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흑백의 본질은 물론이요,흑인,백인,유 인,미국인

등 인종,민족,국가 등 여러 정체성의 본질을 의문시한다.

주요어 :패싱,뮬래토,인종 경계선,마크 트웨인, 바보 슨 ,제임스

웰든 존슨,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필립 로스, 휴먼

스테인 

학 번 :2010-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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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미국의 흑인 지도자 부커 T.워싱턴(BookerT.Washington)은 자서

 노 제로부터의 해방 (Up from Slavery)에서 자신이 기차에서 목격했던

한 일화를 소개한다.워싱턴과 같은 기차에 탑승한 한 사람은 자기 고장에

서는 흑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지만,그의 피부색이 매우 희기 때

문에 문가라 하더라도 그를 흑인으로 분류하기 힘들 정도 다.그가 흑인

승객 열차 칸에 탑승해 앉아 있자,그가 있는 곳을 지나가던 열차 차장이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 다.만일 그가 흑인이라면 백인 열차 칸으로 보내

서는 안 되겠고, 만일 그가 백인이라면 그에게 흑인인지 물어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 될 터이니 그 게 할 수도 없었다.차장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차장은 그의 머리카락, ,코,손을 살펴보았지만 여 히 그의

인종을 분간해낼 수 없었다.마침내 차장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해 몸을

굽 그의 발을 들여다보았다.열차 차장은 즉시 그가 흑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그 자리에 그 로 내버려 두었다.1)

워싱턴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일화는 인종차별과 련하여 실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인종차별의 근원은 검은 피부색인데,이 일화에서 ‘흰 피부의 흑

인’이 등장했을 때,피부색을 기 으로 한 인종차별은 스스로 그 자의성과

허구성을 드러낸다.다시 말해,이 일화는 차장이 몸을 굽 승객의 발을 자

세히 들여다 야만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종’이라고 한다면,인종을

흑/백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자문 한다. 한 이

일화는 넬라 라슨(NellaLarsen)의  패싱 (Passing)의 한 구 처럼 “손톱이

나 손바닥,귀 모양,치아,그리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가장 말도 안 되는 방

법”(bythemostridiculousmeans,finger-nails,palmsofhands,shapesof

ears,teeth,andotherequallysillyrot,16)으로 인종을 식별해낼 수 있다는 백

인들의 사고방식을 희화화한다.2)더 나아가,백인에게는 이 일화가 백인/흑인

1)이상 기차에서의 일화는 Washington48면을 참고함.

2)라슨의  패싱 에서 아이린 드필드(IreneRedfield)는 휴 웬트워스(HughWentworth)

와 인종을 식별해내는 것을 주제로 화를 나 다.아이린은 휴에게 인종은 으

로 서는 식별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이는 휴가 다른 백인들처럼 시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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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분법 계구조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인 사건이지만,동시

에 흑인에게는 이 일화가 그 이분법 계구조의 경계를 보기 좋게 흩뜨리

는 흥미로운 사건이다.이러한 맥락에서,이를 소개하고 있는 워싱턴 역시

이 일화를 “자못 흥미로운 ”(aratheramusinginstance)라고 부르고 있다

흑인들의 “속임수”(trick,Larsen77)인 패싱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여기에서 아이린이 백인들로부터 흑인을 식별해내는

일을 “염소들로부터 양을 식별해내는”(tellthesheepfrom thegoats)일에 비유

하는 것은(Larsen77),흑인과 백인이 마치 양과 염소만큼이나 그 외모에 따라

식별해내기 쉬운,본질 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생각을 우회 으

로 비 하는 은유라고 할 수 있다.에이미 로빈슨(AmyRobinson)이 하게 지

하듯이,흑백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백인들의 직 은 어떠한 매개체 없이 “진

실”(truth)에 근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이때 은 “직 지식의

특권 매개체”(theprivilegedvehicleofintuitiveknowledge)가 된다(720-21).

한 워싱턴이 제시하고 있는 일화는 흑백을 식별해낼 수 있다는 백인들의

직 과 더불어,손바닥,발바닥,혹은 성기의 크기 등과 련하여 백인들이 지닌

흑인에 한 생물학 편견에 의문을 제기한다.그 이스 할셀(GraceHalsell)은

 흑인/백인의 성 (Black/WhiteSex)에서 이러한 생물학 편견에 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그녀는 흑인 남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큰 성기를 지녔다는 편

견에 내재한,“그들[흑인들]은 다르다.”(Theyaredifferent.)는 백인들의 인종

편견 내지는 공포심을 분석한다(36).할셀은 인종 식별은 가능한 것인지에 의문

을 가지고 하버드 학교의 W.M.콥(W.M.Cobb)박사와 담을 하여,그로부

터 흑인과 백인의 성기의 크기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듣게 된다.할셀은 이후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콥 박사를 방문했던 것 자

체가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말한다(220).할셀에 따르면,그 이유는 만일 두 인종

간에 성기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과 으로 요한 사실이 아니

기 때문이다(220).그러나 인종 식별의 문제와 련하여 요한 것은,두 인종 간

에 생물학 차이가 없다는 콥 박사의 결론도 아니고,두 인종 간에 차이가 있다

고 해도 그것이 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할셀의 결론도 아니다.오히려 할셀이

콥 박사를 방문한 것이야말로 백인들의 생물학 편견에 해 생물학 응만

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여기서 주목해

야 할 것은 생물학 사실의 여부보다,인종 식별 자체에 내재한 백인들의 이데

올로기,즉 백인들이 끊임없이 흑과 백을 분류해내려는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이

다.실제로 워싱턴의 일화에 등장하는 흰 피부의 흑인은 심지어 백인 열차 칸에

타지도 않았는데―즉 패싱(passing)을 하지도 않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종을 식별해내려는 열차 차장의 모습에서는 백인들의 인종 식별의 욕망이

나라하게 드러난다.즉 백인들의 생물학 편견에는 흑백 두 인종 간 공통의 기

원과 공통의 특성을 거부하고 상호 본질 차이를 주장하는 백인의 욕망과 인종

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 제가 깔려있고,이는 백인들에게 자아와 타자를 구분

하는 명확한 경계선 역할을 한다.이에 해 워싱턴은 “나는 나의 인종이 동족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자축했다.”(Icongratulated

myselfthatmyracewasfortunateinnotlosingoneofitsmembers.)고 말하

며(48),인종 식별에 한 백인의 욕망을 희화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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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워싱턴은 이 일화에 해서,“어디에서 흑이 시작하고,어디에서 백이 끝

나는 것인지”(wheretheblackbeginsandthewhiteends)분간하기가 곤

란한 라고 말하는데(48),이러한 인종 경계선(colorline)의 문제는 시각을

통해 흑백을 구분해내는 데 그 근간이 있는 인종주의를 흩뜨리는 이라

할 수 있다.시각 체계의 시는 인간을 분류하는 데 피부색을 가장 요

한 기 으로 보는 결과를 낳았고,근 인종주의는 인간을 이처럼 가시

인 육체 존재로 보는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의 태동과 더불어 싹텄다(신

문수 104;Wiegman25).로빈 그만(RobynWiegman)은 “‘흑인성’이란

사실은 [...]신체와 피부의 표피에 자리하는 것인가,아니면 자 그 로

이 어떻게 볼 것인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야 할지를 가르치는 문화

훈련에 자리하는 것인가?”([D]oesthe'factofblackness'[...]lieinthe

body anditsepidermisorintheculturaltraining thatquiteliterally

teachestheeyenotonlyhow butwhattosee?22)라는 의미심장한 질

문을 던진다.

그만이 말하는 문화 훈련,즉 육체가 동일성과 차이를 식별하는 장

소로 규정되는 것은 하나의 사회 문화와 함께 얽 작동함으로써 인

패러다임을 생성해 내는데,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 이 바로 패싱이다.조

엘 리엄슨(JoelWilliamson)이 “보이지 않는 검음”(invisibleblackness)이

라 칭한 바 있는(98),흰 피부의 흑인에 내재하는 ‘검음,’패싱을 가능 하

는 ‘검음’은,시각을 근간으로 흑백을 분류해내는 데 기반을 둔 인종주의를

흔들며,백인 정체성의 안정을 한다.인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때,

인종이 더 이상 가시 으로 식별되지 않을 때,그리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을 때,흑과 백이라는 가시 차이가 교란되며 인종의 개념 자체가

의문시된다.코베나 머서(KobenaMercer)는 “정체성이란 오로지 그것이

기를 맞을 때,즉 고정되고,일 되고,안정된 것이라 간주되던 것이 의

구심과 불안정의 경험으로 체될 때만 이슈가 된다.”([I]dentity only

becomesanissue,whenitisincrisis,whensomethingassumedtobe

fixed,coherentandstableisdisplayedbytheexperienceofdoub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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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고 말하는데(43),그런 의미에서 패싱은 견고한 것이라 생각되

던 백인성(whiteness)을 의구심과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며,‘흑인’과 비

되어 설정된 ‘백인’의 인종 정체성을 한다.

린다 슐로스버그(Linda Schlossberg)에 따르면,“명백한 투명함”(an

apparenttransparency)과도 같은 백인의 인종 정체성은 스스로 에 처했

음을 감지할 때― 컨 유 인들로부터의 재정 이나 흑인들로부터의

성 ―본격 으로 드러나는데,WAR(WhiteAryanResistance)내지는

KKK(KuKluxKlan)가 그 좋은 이다(5).주목할 것은 흑인의 통을 지

닌 자가 백인으로 패싱을 할 수 있는 모호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을 때,이

는 “흠 하나 없어 보이는 백인성”(seeminglyunblemishedwhiteness)을 의

문시하도록 만들어,그 자체로 백인성에 한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Schlossberg5).즉 슐로스버그가 앞서 제시했던 성 ,재정 과

더불어 가시 으로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피부색은 편견이나 실질 능력과

상 없이 그 자체로 ‘백인성’을 태롭게 만든다.이러한 맥락에서 슐로스버

그는 “가시성은 덫이다.”(Visibility is a trap.)라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말을 인용하면서,시각과 인지 사이의 언뜻 해 보이는 계

때문에 ‘패싱’이란 가시성,불가시성,분류,사회 구분과 련한 불안을 야

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1).

게일 월드(GayleWald)는  경계선 넘기 (CrossingtheLine,2000)에서

시각에 근거한 인종주의에 한 항으로서 정의되는 패싱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월드는 시 퍼거슨(Plessyvs.Ferguson) 결에서 반 의

견을 낸 존 마셜 할란(JohnMarshalHarlan) 사의 표 을 문제시한다.할

란 사는 결문에서 “헌법은 색맹이므로 시민 사이의 계 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한 이를 용인하지도 않습니다.”(Constitutioniscolor-blind,and

neitherknowsnortoleratesclassesamongcitizens.)라고 지 했다(Quarles

171,필자 강조).월드가 보기에 이것은 당 짐 크로우(Jim Crow)에 해

비 시각을 견지한 언 임에 틀림없지만,이 역시 인종에 한 편견

사고를 함축하고 있다.월드는 할란의 ‘색맹’이라는 은유가 인종이라는 개념

에 해 본질 으로 ‘볼 수 있는’것이라는 견해를 함축하고 있음을 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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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의로운 헌법의 정신을 상정하기 해 끌어온 이 은유가 실은 ‘정체성’

이라는 것이 몸에 나타난 ‘흔 ’을 통해 알 수 있다는 편 한 사고방식을 유

포하는 용어는 아닌지 재고해 야 한다는 것이다(Wald186).이어서 그는

이 표 이 인종 정체성을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그 주어진 것으로서

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에,‘색맹’이라는 은유를 정치 으로 선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 한다(Wald186).3)

헌법이 모든 인간에 해 ‘평등’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해 사

용한 색맹이라는 은유가 오히려 인간의 인종 경계에 한 ‘고정 념’을 심어

수 있는 것처럼 패싱 역시 체계에 해 양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즉 패싱은 사회 ‘경계선’에 한 개인 교섭의 개념을

용하여 인종 불평등에 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그와 동시에 그 개인

유동성의 내러티 는 흑인과 백인을 나 는 집단 정체성의 경계선을 공고

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패싱이 단순히 항,혹은 동화

라는 일방 성격만을 띤 것이 아니라,항상 모순과 충동,갈등의 성격을 복

합 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월

드는 패싱이라는 것이―의식 인 선택에 근거하는 것이든,타인의 인식 내

지는 오인에 의해 비자발 선택에 근거하는 것이든―인종 이데올로기에 의

해 승인된 범주의 교섭의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187).이 논문이 월

드의 견해에 동의하는 지 은,패싱이 단순히 시각에 근거한 인종 이데올로

기를 흩뜨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통찰이다.패싱이라는 ‘의식 ’행 는

인종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견고한 듯 보이는 사회 제약을 유린하지만,실

3)이러한 월드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지만,그러나 한편 ‘색맹’이라는 은유에 한

과도한 비 한 경계해야 한다. 컨 ,멜로디 홉슨(MellodyHobson)은 ｢유색

인종차별에 감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응할 것인가｣("ColorBlindorC

olorBrave")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색맹’이라는 단어와 ‘용기’라는 단어를 립

인 의미로 병치시킨다.다시 말해,홉슨은 ‘색맹’이라는 용어를 유색인종차별에 용

기 있게 응하지 않고 인종 문제와 련된 주제의 화를 일부러 회피하며 외면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시 퍼거슨 결에서 ‘용기’

있게 반 의견을 낸 할란 사의 결문의 역사 맥락을 고려해보았을 때,‘색

맹’이라는 표 을 과도하게 비 하는 것은 이 용어에 담긴 역사 함의를 부당하

게 평가 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홉슨의 강연은 다음을 참고함.<http://ww

w.ted.com/talks/mellody_hobson_color_blind_or_color_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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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제약을 그 로 승인하는 체계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다.시각에 근거

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자리바꿈하는 패싱

은 인종 정체성이라는 허 인 제에 공모하는 다른 행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는  경계선 넘기 에서 패싱에 한 이와 같은 이론 틀을 통해 연

기 (chronological)체계를 가지고 20세기 미국의 미디어들― 컨 자서

, 화,잡지 등을 포함한 텍스트들―을 주목한다.4)그러나 캐슬린 이퍼

(KathleenPfeiffer)는  인종 패싱과 미국의 개인주의 (RacePassing and

AmericanIndividualism,2003)에서 월드의 연구가 바탕을 둔 패싱에 한

이론 제에 의문을 제기한다.월드가  경계선 넘기 에서 기획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면,패싱을 하는 “주체가 어떻게 지배 인 사회 인종 경계선

내러티 에 따라 구성된 인종 정체성을 문제시하고,다시 쓰며,재해석하고

자 시도해 왔는지”(how subjectshavesoughttodefy,rewrite,orreinterpret

the scripting ofracialidentities according to the socially dominant

narrativeofthecolorline)를 탐색하는 것이다(5).월드는 바로 이러한 피부

색의 권 가 인종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즉 ‘경계 넘기’(crossingtheline)

의 가능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퍼는 이런 월드의 제에 해 반론을 제기하며,“인종 반”(racial

transgression)이라는 개념이 인종 차이의 개념을 그 로 수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필연 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주장한다(7).

즉 인종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명제 자체가 이미 인종이라는

확고한 틀을 제하고 있다는 것이다.넘기 해서는 넘어야 할 상의 구

분이 명확해야 그 구분을 넘을 수 있는 것인데,월드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

4)월드는  경계선 넘기 에서 제임스 웰든 존슨(JamesWeldonJohnson),라슨,제

시 R.포셋(JessieR.Fauset)의 소설들과 더불어,재즈 음악가 메쯔 메쯔로우

(MezzMezzrow)의 자서  리얼리 더 블루스 (ReallytheBlues), 화  핑키 

(Pinky)와  사라진 경계들 (LostBoundaries),그리고  에보니 (Ebony), 니그로

다이제스트 (NegroDigest), 제트 (Jet)등 1940∼50년 의 흑인 산층 여성을

주 상으로 한 잡지들,존 하워드 그리핀(JohnHowardGriffin)의 논픽션  블랙

라이크 미 (BlackLikeMe)까지 다양한 텍스트들과 미디어들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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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반하기 해서일지라도 인종 경계들을 재승인하는 매커니즘을 반복

하고 있다.곧 월드의 주장은 ‘가로지르는’행 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자

신이 가로지르고자 하는 상을 더욱 고착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이퍼는  패싱과 정체성의 허구 (Passingand

the Fictions ofIdentity,1996)에 실린 일 인 K.긴즈버그(Elaine K.

Ginsberg)의 서문을 비 한다.긴즈버그는 패싱의 과정 그 담론은 종종

‘정체성 정치’(identitypolitics)의 근거로 작용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에

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4).긴즈버그에 따르면 그 도 은 일 때

나 해방 일 때나 두 경우 모두에서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는데,그것은 정

체성이란 단순히 진실이나 거짓이 아니라,다층 이며 불확정 인 것이라는

사실이다(4).사실 긴즈버그는 패싱 연구와 련하여 하나의 심 을 심으

로 둔 본질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종·계 ·젠더를 복합

으로 고려하는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패싱을 본질주의에

한 도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다소 모순 인 결론에 다다른다.요컨 월드

의 ‘경계 넘기’로서의 패싱 개념이나 긴즈버그의 본질주의에 한 도 으로

서의 패싱 개념은 둘 다 본질주의에 한 거부이지만,동시에 필연 으로

본질론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퍼는 월드 긴즈버그의 연구를 비 하면서,이러한 연구들이 패싱

의 제한된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 한다. 이퍼는 패싱이 지니고 있는

특성 에서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특성에 주목하며 패싱과 직간 으로

련이 있는 법이나 습― 시 퍼거슨,린치(lynch),흑인분장 악극

(minstrelshow)―등을 분석한다. 시 퍼거슨 결은 혼란스러운 사회

무질서를 통제하기 해 인종 간의 경계선을 주창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확실한 경계선에 해 확신하던 백인 미국 사회를 향해 명확

한 분리라는 것이 얼마나 환상에 의존하는 것인지를 보여 다.즉 시

퍼거슨 결은 패싱을 할 수 있는 다수의 흰 피부의 흑인들이 인종 무

질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장 잘 시사해주는, 복성을 내재한 징후 인 사

건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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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퍼는 린치의 증가 역시 백색 피부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극단 인 폭력 행 인 동시에,그 이면에는 흑인의 성 능력에

한 두려움이 배태되어 있다고 본다.‘흑인 짐승 강간범 신화’(themythof

theblackbeastrapist)는 흑인의 무도덕성과 반(反)인간성을 끊임없이 생성

해내는 기제로서,흑인을 육체성으로 치환해내는 가운데 백인의 이성(理性)

을 반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런데 이처럼 흑인의 육체성을 강조하여

환기시키는 이면에는 그에 한 선망과 불안의 감정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다. 이퍼에 따르면 린치는 ‘숭고한 백인 여성’과 ‘사악한 흑인 짐승’간의

명백한 차이를 강화하는 것이자,동시에 그 차이에 의존해야만 작동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10).

마지막으로 흑인분장 악극 역시 이러한 상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퍼는 “흑인분장 악극의 귀재는 설득력 있게 흑인성을 입었

다 벗었다 하면서 ‘본질 자아’를 내보이기도 거부하기도 할 수 있었

다.”(Minstrelsy'sgeniuswasthentobeabletobothdisplayandreject

the'naturalself,'tobeabletotakeonblacknessconvincinglyandto

takeoffblacknessconvincingly.)는 데이비드 뢰디거(DavidRoediger)의 말

을 인용하여,흑인들을 희화화하기 해 백인들이 공연한 흑인분장 악극이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효과의 양면성을 지 한다(11).즉 원래의 취지는 흑

인의 인종 타자로서의 열등성을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하면서 백인의 우월

성을 창출하는 것이었으나,그러는 가운데 흑인성이 “입 지고 벗겨지면서”

그 본질성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원치 않는 효과가 수반된다는 것이다.무

에서 상연되는 흑인의 편견 ‘열등성’이 백인에 의해 수행됨을 인지하는

객들은 그것이 백인이라도 “입을”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흑인이라도 “벗

을”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이퍼 연구의 틀은 기본 으로 패싱에 내재한 모순과 갈등을 분

석해내기 해 응비교의 구도를 띤다.다시 말해 이퍼의 연구의 목 은

백인으로 패싱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인종 범주를 의문시하도록 만들

기는 하지만,동시에 그러한 인종 범주화가 곧 패싱 장면을 구성하는 기반

임을 밝히고자 한다.이처럼 패싱 소설들을 립 ―감상주의와 사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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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 자서 과 자 에세이 등―으로서 응비교하며 읽는 이퍼의 연

구는 패싱이 지닌 상충되는 모순 양가성(ambivalence)을 짚어낸다.다시

말해, 이퍼의 정의는 월드의 ‘경계 넘기’패싱 개념,그리고 긴즈버그의 ‘본

질주의에 한 도 ’패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이 성을 분석해낸다.

긴즈버그는 “패싱은 정체성들에 한 것이다.즉 정체성의 창조 혹은 부과,

선택 혹은 거부,수반되는 보상 혹은 불이익에 한 것이다.”([P]assingis

aboutidentities:theircreationorimposition,theiradoptionorrejection,

theiraccompanyingrewardsorpenalties.)라고 말한다(2).긴즈버그와 월

드의 연구서가 다양한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 된 패싱의 양상들을

연구하면서 흰 피부 흑인들의 정체성의 창조,부과,선택,거부,보상,불이

익 등 여러 복합 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퍼의 연구는 본질

주의의 거부와 강화라는 패싱의 이 성에 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패싱 내러티 에서 인종 ‘본질주의’에 한 논쟁은 특별한 주의

를 환기시킨다.‘패싱’이라는 행 가 가진 성격이 사회 체계의 민감한 경계

선을 다루면서 필연 으로 하나의 개념화된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

지울 것인가에 한 고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패싱을 논하면서 기존의 카

테고리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패싱에 한 개념 자

체가 상이해지기 때문에,본질주의에 한 지속 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컨 술한 시 퍼거슨 결문에 한 월드의 언 은 인종 정체

성에 상 치 않고 결해야 한다는 언술 속에 내재된 본질주의 인종 이데

올로기에 한 비 인 셈인데,사실은 자신이 안으로 제시한 경계선을 넘

는 ‘인종 반’역시 자신이 비 상으로 삼은 ‘고정된 인종 정체성’에

다시 걸려 넘어지고 있는 형국이 된다.이처럼 월드는 기존의 공평성을

시한 인종 경계를 직시하고 그 문제 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만,결국

자신이 해체한 카테고리들을 재범주화하며 본질주의의 함정으로 빠져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주의를 타개하고자 하면서도 은연 에 본질주의를

재구축하는 월드와 긴즈버그의 맹 을 히 지 하는 이퍼의 주장은 일

견 동의할 만하다.그러나 패싱에 한 이퍼의 개념화 역시 재고가 필요

한데,그 이유는 패싱이 단순히 본질을 뛰어넘는 것이라거나 거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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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의 월드와 긴즈버그의 해석도 문제지만, 이퍼의 근은 본질의 설

정 자체를 극단 으로 거부함으로써 의제를 지나치게 소한 것으로 축소시

키기 때문이다.이런 방식의 연구는 인종이라는 경계 범주에 한 (편견을

포함한)인식을 소홀히 함으로써 패싱이 지닌 역사 맥락을 간과하는 결과

를 래할 수 있다.즉 인종 경계가 ‘허구’임을 지 하기 해,이미 그 ‘허

구’를 둘러싼 편견으로 얼룩진 패싱의 실재성과 역사성을 도외시한 채로 인

종을 말하는 것 역시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다시 말해,허구임에도 불

구하고 역사 으로 노 제 시 부터 오늘날까지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며

실재해 온 인종 경계선의 허구성을 살피기 해서는 그 허구 경계선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컨 이퍼는 패싱을 인종 자기 오나 불충으로 보는 기존의 패싱

에 한 견해를 언 하면서,이러한 개념은 ‘흑인성’을 “정통 정체성”(authentic

identity)으로,‘백인성’을 “기회주의 정체성”(opportunisticone)으로 설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 한다(2).물론 본질주의 이고 고정된 패싱의 개념을

비 한다는 에서는 이퍼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인종 경계선을 완벽히 지움으로써 패싱의 다양한 층 를 무 쉽게 ‘순수

한,’‘무(無)목 ’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험하다고 할 수 있다.왜

냐하면 역사 으로 볼 때,자신의 ‘정통 정체성’이라 여기는 ‘흑인성’을 지우

고,‘기회주의 ’으로 ‘백인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욕망은 무수히 많은 패싱을

실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종류의 패싱이 이퍼가 비 한 인종

자기 오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이퍼는 본질주의 인

기반으로 패싱을 해석하는 것은 흑백범주에 항하고자 패싱을 했던 사람들

을 범주화하는 것이라고 비 하는데(2),본질주의 해석에 한 이퍼 식

의 극단 거부 역시,범주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삶을 구성하려던 패

싱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역사 으로 실재했던 범주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래한다.

이처럼 월드,긴즈버그,그리고 이퍼의 논의는 각자 나름 로 한계를

보여 다.먼 월드의 경계선 넘기로서의 패싱,그리고 긴즈버그의 본질주

의에 한 도 으로서의 패싱 개념이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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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가 히 지 하고 있는 것처럼,“인종 반”내지는 “경계선 넘

기”와 같은 표 들에 함축된 의미 때문이다.이러한 개념들에는 기존의 인

종 경계선에 한 항의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개인의 인종 정체

성이 상징 인 인종 경계선에 의해 경계 지워진 채 남아있음을 함축하기도

하는데,월드와 긴즈버그는 바로 이러한 을 간과하고 있다.즉 경계선이라

는 것이 흑과 백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이름 짓는 것이라는 제 하에 패싱

을 흑과 백 사이의 경계선을 반하고 넘어서는 것이라 개념 짓는 한,인종

경계선은 원히 환원 이고 립 인 본질화 구도에 갇힐 험이 있다는

것이다.5)이들은 재의 인종 경계선의 허 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타 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구심 으로서의 이론 정교함을 잃은 경우라 볼 수 있

다.자신이 타개하려는 인종 경계라는 상이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구성 가능하다는 맹 을 읽지 못하는 한,그들의 ‘가로지르기’ 략은 이론

으로 근본 인 취약 을 갖는다. 한 이퍼의 경우처럼 월드와 긴즈버

5)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패싱’에 한 국내의 번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패싱은 일반 으로 ‘백인행세’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이 번역어

의 문제 은 ‘행세’라는 어휘에 함의된 부정 인 의미 때문에 흑인을 열등한 존재

로,백인을 우월한 존재로 제하는 인종주의의 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인행세’라는 어휘는 ‘흑’을 진정한 정체성인 본질로

악하고 ‘백’을 행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짜 정체성으로 설정하면서 인종 경

계선을 환원 이고 립 인 구도로 제할 험이 있는 것이다.

국내의 패싱 연구로는 강희의 ｢넬라 라선의  패싱 -욕망의 구도와 동성애:넬

라 라선의  패싱 ｣,｢패싱,경계와 차이의 서사-제임스 W.존슨과 넬라 라선｣,

김미 의 ｢ 패싱 에 나타난 인종과 여성 계｣,노종진의 ｢넬라 라슨(Nella

Larsen)의  패싱 (Passing)에 나타난 모더니즘 요소｣,｢ 지 세나(Danzy

Senna)의  코캐이시어 (Caucasia):패싱과 인종의 재개념화｣,｢필립 로스의  인

간의 오  에 나타난 패싱과 도의 정당성｣,｢PassingandRacism inCharles

Chesnutt’sTheHouseBehindtheCedars｣,박미선의 ｢미국 흑인문학의 패싱

서사와 넬라 라슨의  패싱 ｣,｢ 산층 흑인여성의 우울증과 선만,실패한 귀향의

서사 넬라 라슨의  패싱 ｣,송진수의 ｢무의식,욕망,오 제 a:넬라 라슨의  백

인 행세하기 를 심으로｣,오승아의 ｢흑인여성문학텍스트 읽기: 패싱 과 시

타티 ｣,윤성호의 ｢"IhaveLivedtomakemewhatIchoosetobe":Joe

Christmas(Un)RacedinWilliam Faulkner’sLightinAugust｣,이선주의 ｢이창

래의  제스처 인생 -패싱,동화와 디아스포라｣,조 의 ｢주디스 버틀러의 인종

의 젠더 계보학과 타자의 정치 윤리학:넬라 라슨의  패싱 과 비나스의 "얼굴"｣

이 있다.이 논문은 패싱을 소재로 다룬 특정 미국 소설의 작품론이 아니라,미국

소설에 나타난 패싱을 (재)정의하고,시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인종 경계선

의 흐름을 추 하며,그것이 어떻게 문학 으로 재 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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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경계선 넘기,혹은 본질주의에 한 도 으로서의 패싱 개념을 비 하

는 과정에서 본질의 설정 자체에 한 극단 인 거부를 보이는 것 역시

하지 않다. 이퍼의 주장처럼 본질의 설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인종

경계선의 굳건한 존속이 사회 ·문화 삶에 한 제한인 동시에 구성

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과정,그리고 그것의 인식 ,담론 ,제도 힘과 지

속성에 한 주목을 자칫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 경계선은 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허구이다.다시 말하면,인

종 경계라는 그 성격은 허 이지만 역사 으로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사미라 카와쉬(SamiraKawash)의 논의를 빌리면,인종 경계선의 문제는 역

사 구성물과 존재 기반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할 수 있다.보다

더 구체 으로 말하자면,카와쉬는 역사 구성물과 존재 기반이라는 두

측면의 분열 내지는 첩된 인종 경계선의 실재가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더

욱 복합 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1997,13).역사 구성물로서의 으로

본다면,인종 경계선은 명백히 인 것이 아니며 사회 동인(agent)의

향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 외부에서 이상 인 양태로 작용하는 것도 아

니다. 한 인종 경계선의 양상 향력은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가며 (재)구성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실재하는 흑/백 분리라는 존재

기반으로서의 인종 경계선의 힘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속성을 띤다.

카와쉬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불변의 인종 경계선의 존재론 속성과 시

별로 변해가는 인종 경계선의 실체 모두를 복합 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패싱 개념은 기존의 경계선 넘기

내지는 본질주의에 한 도 ,그리고 본질의 설정 자체에 한 극도의 거

부 개념에서 탈피한 것이다.이 논문은 시 으로 변천해가는 인종 경계선

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면서도 항존하는 인종 경계선의 힘 때문에 인종 경계

선을 넘어야만 하는 주체의 상황 내면 심리 등을 통해 어느 한 인종에

부당하게 묶여야 할 뿐만 아니라,사회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인종으

로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 자체에 한 작가의 패러디로서 문학 패싱을 정

의하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먼 뮬래토라는 존재를 워 솔러스(We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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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lors)가 정의하고 있는 바처럼,“흑인도 백인도 아닌 둘 다”(neitherblack

norwhiteyetboth)인 존재로서 제할 필요가 있다.솔러스의 서의 제목

이기도 한 “흑인도 백인도 아닌 둘 다”라는 뮬래토로서의 존재를 고려해보

았을 때,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흑인으로 규정되어 인종 경계선을

넘어 백인 사회로 진입한다는 허구 상황 자체가 뮬래토라는 개념 자체와

상충된다.다시 말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인종 경계선의

힘에 따라 흑인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도 허구 이거니와,한편으로 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패싱을 통해 인종 경계선을 넘는다는 설정 역시 그

자체로 허구 이라 할 수 있다.요컨 ,이 논문은 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

토가 인종 경계선의 힘 때문에 흑인 혹은 백인이라는 인종 카테고리에 묶여

야만 하는 허구 인 상황 조건 하에서,그 경계선을 넘는 패싱을 허구

상황에 허구로서 응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패러디로서 개념화하고자 한

다.패싱 소설의 작가는 뮬래토 주체가 흑/백의 어느 범주로도 환원되지 않

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이 강압 으로 경계지워지고,경계 넘는 모

습을 재 함으로써 이 경계의 작 성을 패러디하는데,이것이 이 논문이 개

념화하고자 하는 문학 작품에서의 패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의 제목인 ｢백인이 된 흑인,흑인이 된 백인｣

역시 인종 경계에 한 본질주의 탐색과 련된 것이다.이 제목에서 축

자 인 의미로는 ‘백인이 된 흑인’은  바보 슨 (Pudd'nhead Wilson)의

“탐”("Tom")이고,‘흑인이 된 백인’은 “샹 르”("Chambre")이다. 한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6)(TheAutobiographyofanEx-ColoredMan)

에서 화자는 소설의 제목처럼 ‘백인’으로 살아가다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

실을 깨닫고,종국에는 다시 ‘백인’의 삶을 살아가는 ‘흑인이 된 백인’이자,

‘백인이 된 흑인’이다. 휴먼 스테인 (TheHumanStain)의 주인공 콜먼 실

크(ColemanSilk)는 “노포크 사창가에서는 흑인이라고 쫓겨났고 아테나

학에서는 백인이라고 쫓겨난 거야.”(ThrownoutofaNorfolkwhorehouse

forbeingblack,thrownoutofAthenaCollegeforbeingwhite.16)라는

말이 상징하듯,흑인과 백인의 삶을 오간 ‘흑인이 된 백인’이자,‘백인이 된

6)이하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은  흑인이었던 남자 로 여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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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다.그러나 이 논문의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살아

온 삶이 백인과 흑인 간의 뒤바 삶이라거나 흑인과 백인을 오간 삶이라는

축자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이 논문은 자신이 처한 부당

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패싱’을 선택하는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 ‘인종’이라는

제약이 삶을 재단하는 방식과 그러한 허구 제약 때문에 인종 정체성을

장해야만 하는 상황을 분석하며 인종 경계의 의미와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흑백’아기 뒤바꾸기 모티 를 심 소재로 한  바보 슨 에서의

“탐”과 “샹 르”의 교차된 삶,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삶을 오가는 존슨 소설

의 화자는 흑과 백의 본질에 한 근원 성찰을 보여 다. 휴먼 스테인 

의 경우에는 콜먼이라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흑백의 본질은 물론이요,흑인,

백인,유 인,미국인 등 인종,민족,국가 등 여러 정체성의 본질을 의문시

한다.

이퍼의 비평의 에서 살펴보았듯,본질주의에 한 과도한 집착은

실,역사와 유리된 비평을 낳을 수 있는데,월드는 자신의 연구의 결론을 갈

음하면서 “나는 인종 근간을 거부하고 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왔

다.그러나 나는 한 평등 없는 ‘월’이나 정의 없는 ‘보편’에의 험에

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Ihaveexplored possibilities for

defyingandsubvertingracialascription;yetIhavealsostayedalertto

thehazardsofconstructing"transcendence"withoutequality,"universality"

withoutjustice.)라고 말한 바 있다(189).월드가 경계하듯,본질주의에 한

과도한 경계는 실의 불평등의 문제,인종 정의의 문제 등 패싱이 역사

으로 도 해온 과업들,그리고 여 히 도 해야 할 산 한 과제들을 덮어

버릴 수 있다. 를 들어 억압받는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개별 상황에 불

과할 뿐,어떠한 범주화도 불가능하다는 이퍼 식의 논지는 패싱이 지닌

사회 의미를 축소시켜 결국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패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월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계를 언 하지 않는다면 인종 패싱

에 내재한 그 특별한 “경제 논리”(economiclogic)가 결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며,여기서 “경제 논리”란 셰릴 I.해리스(CherylI.Harr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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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빌리면 “백인의 인종 지배 경제 착취의 지속 역사 패턴”(the

historicalandcontinuingpatternofwhiteracialdominationandeconomic

exploitation)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9). 컨 ,존슨의 화자를 로 든다면

그의 패싱은 사회 으로 법한 업무 상업의 공 역에서 백인에게만

경제 권한을 승인해주는 사회구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 로 악하기

어렵다.

해리스의 표 처럼, 통 으로 패싱은 그 특유의 ‘경제 논리’와 련

하여 정의되어 왔는데,이는 흰 피부의 흑인이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

간이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지 ,특권,자본,계 등의 문제가 얽힌 다양

한 양상을 포 하기 때문이다.이와 련하여 얼린 스텟슨(EarleneStetson)

은 “패싱이란 결국 신분을 속여 모든 권리와 특권을 지닌 인간으로 행세하

는 것이다.”(Passingis,afterall,passingoneselfoffasahumanperson

withalltherightsandprivilegesthereof.)라고 말한 바 있다(Sollors248

재인용). 한 군나 미르달(GunnarMyrdal)은 “패싱은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즉 하층 계 에서 상층 계 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P]assing

meansthataNegrobecomesawhiteman,thatis,movesfrom the

lowertothehighercaste.683)고 말한 바 있다.요컨 ,패싱을 고려할 때

는 마가렛 라딘(MargaretRadin)의 표 처럼,‘백인성’(whiteness)이 “인간의

본질 재산”(thequintessentialpropertyforpersonhood,Harris1730재인

용)이었던 역사 배경을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싱과 련한 이러한 ‘경제 논리’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은,

패싱이 도 하는 이 경제 논리가 시 에 따라 구체 으로 다른 모습을 띠

면서,패싱의 주체 상은 물론이요,패싱이 넘어서고자 하는 경계선 역

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월드는 인종이란 “본성”(nature)이 아닌 “역사”(history)

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지 하면서,인종 경계선은 마치 국가를 규정하고 국

가의 둘 에 선을 는 국경선과도 같이 논쟁 이고 변화해간다고 지 한다

(10).이러한 맥락에서 긴즈버그의 지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긴즈버그는

“인종 범주는 역사 으로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착취,지배,박해할 의도

인 목 으로 창출되어 왔다.”([R]acialcategorieshavethroughouthistory



-16-

been created forthedeliberatepurposeofexploitation,domination,or

persecutionofonegroupbyanother.)고 말한다(6).이를 뒷받침하기 해

긴즈버그는 노 제 시 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도망 노 공고문을

제시한다.이 공고문에서는 도망 노 가 패싱을 할 가능성이 언 되어 있다.

긴즈버그는 도망 노 의 정체성을 이 으로 규정한 “나의 니그로”(my

negro)라는 표 에 주목한다(1).이 표 은 도망 노 의 법 지 를 재산으

로, 한 그의 법 인종을 ‘니그로’로 규정하는 표 이다. 하나 주목할

것은 버지니아 등 남부의 노 법이 용되는 곳에서만 그 도망 노 의 지

가 재산이자 ‘니그로’라는 사실인데,이러한 맥락에서 긴즈버그는 패싱이란

법 경계뿐만 아니라 문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요컨

,이는 우리가 하나의 확고부동한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인종’의 경계선이

란 사회 으로 부과되고 구성된 것으로서 그 시 와 장소,그리고 그 특정

한 시 장소에서의 법,문화,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

는 것이며,패싱이 도 하고자 하는 인종 경계선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월드와 긴즈버그의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토 로,노 제 시 노

해방 이후의 소설,잡지, 화 등 각양각색의 텍스트에서 특히 그 ‘경제

논리’에 따라 어떻게 패싱의 양상이 변화했는지를 추 한다.그러나 월드

와 긴즈버그의 연구는 주로 노 제나 짐 크로우 상황에만 머물고 있다.다

시 말해,월드와 긴즈버그의 연구는 패싱이 그것을 생산해낸 문맥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제 하에 패싱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지

만,이들의 연구의 토 가 되는 패싱에 한 가정은 패싱을 양산한 사회 ·

역사 인 요소를 노 제와 짐 크로우의 이분법 인종 담론에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월드와 긴즈버그 등 기존의 패싱 연구자들이 기본 으로 도출한 패싱의

성격은,패싱이 노 제 하에서는 노 /노 주,흑인/백인의 경계선에 한

응이었고,노 해방 이후에는 흑인 하층민에서 흑인 산층,더 나아가 백

인 산층으로 넘어가려는 시도 다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강조한 바와 같

이 패싱은 시 에 따라 패싱의 주체가 넘어서고자 하는 경계선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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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될 뿐만 아니라,짐 크로우 이후에 패싱의 경계선은 짐 크로우 이 과

이하게 달라진다.짐 크로우 이후,민권운동과 소수집단우 정책(affirmative

action)등의 발흥과 함께 사회 상으로서의 패싱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

어졌고,카와시의 지 처럼 패싱은 문학 담론에서만 다 지기 시작했다

(1997,126).

20세기 후반의 문학 담론에서의 패싱이 응하고자 하는 것은 여 히 존

재하는 흑/백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백/백의 경계선이 되었다.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증하 기 때문인

데,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유 인,아일랜드인,이탈리아인,폴란드인

등―의 유입은 백인종의 분화를 야기했다.그 이민자들의 출신 국 ,민족

성, 어 구사 능력,보유 재산 등에 따라 이민자의 계 이 나눠지고,그들

은 다시 ‘시각’으로서의 백/흑이 아니라 계 으로서의 백/흑,즉 ‘인종 문제’

라는 근본 구조가 계 분리라는 틀을 통해 왜곡되고 변형되며 나뉘게 되었

다.월드와 긴즈버그,그리고 이퍼의 연구는 이민이 야기한 백인성의 문제

와 패싱이 어떻게 련되는지를 언 하고 있지 않은데,2000년 본질주의

에 한 심과 더불어 앞 다투어 출간된 그들의 연구서들이 인종이 ‘본질’

인가 ‘허구’인가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 에 한 연구

를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미셸 엘람(MicheleElam)의  혼 민 의 혼 (TheSoulsofMixed

Folk)은 이러한 문제 을 지 하며 뉴 니엄(New Millennium)의 패싱을

연구하고 있다.엘람은 인종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콰메 앤소니 아피아(KwameAnthony Appiah),내오미 잭

(NaomiZack)등 많은 비평가들의 인종 개념 종결 선언을 소개한다.그러

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종 종결 선언에 의혹을 품는 토니 모리슨

(ToniMorrison)의 의구심―“어떻게,그리고 왜 미국에서의 300년간의 제

도화된 인종주의가 지나간 시 에서 ‘인종’이 끝난 개념이라는 명제를 주

장하는가?”([H]ow and why now, after three hundred years of

institutionalizedracism intheUnitedStates,aresomepeopleclaiming

byfiatthat“race”isover?)―역시 소개하며(xiv),인종에 한 본질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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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간극 사이에 걸쳐 있는 포스트 이스(post-race)7)이론을 조명한다.

7)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우리’와 ‘그들’사이의 분리에

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웬디 라운(WendyBrown)은 9·11이후 미국의 국

가 담론이 아랍계 미국인들을 존 할 것을 반복해 강조하는 용 정책의 기조

는데,이것은 한편으로 시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종 로 일링(racialprofiling)

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지 한다(99-102). 라운은 미국의 국가 담론이 시민들

을 이 으로 “호명”(interpellation)― 용을 통한 수동 이고 순종 인 주체로

서의 호명과 인종 공포를 통한 국가 요원으로의 호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시민들은 한편으로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만 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우리”(we)라는 강한 민족 혹은 국가 념을 체화하

고 있어야 했다(103). 한 시민들은 상호 존 과 용,믿음의 자유라는 “미국

성”(Americanness)을 실천해야만 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 그들 한복 에 놓인

험에 비하여 테러와의 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상비군”(thestate'severyday

footsoldier)이 되어야 했다(Brown103).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당화된 인종

로 일링은 ‘낯선’이들을 경계할 것을 요구했는데, 컨 아랍인들에 한 의심,

더 나아가 비행기나 공항에서의 외국인에 한 의심은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여기서 ‘의심스러운’아랍인들 외국인들을 추려내는 데 요구되는

인종 사고가 강화되는데,포스트 이스 이론은 이처럼 강화된 인종 사고에

한 응으로서 두된다.

이와 더불어 혼 인종 인구의 증가에 따른 미국의 인구 지형도 변화는,소수

집단우 정책의 정당성에 한 논쟁의 과열,민권운동의 약화와 맞물려 포스트

이스 이론을 화시켰다(Elam xiv).폴 C.테일러(PaulC.Taylor)가 히 지

하듯이,인종 계를 흑인과 백인의 계와 동일시하는 미국의 행 때문에 인

종 문제는 그동안 흑인 문제와 동일시되어 왔고,이러한 미국의 인종 질서는

그동안 여타의 인종은 물론 혼 인종의 문제를 덮어버렸다(142).잭은 인종 범

주와 련된 기존의 행을 비 으로 바라보며,혼 인종을 사실상 ‘인종 없

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인종을 흑백 혼 인종이라고 밝히는 미국인은 인종 으

로 새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왜냐하면 기존의 인종 범주는

그 사람으로 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인종을 밝히는 것

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그 사람에게 인종 없음의 항목을 부

여하는 것은 인종 으로 매우 새로운 일이다.인종 내지는 인

종주의 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종 없음이 되는 것은 사실상

인종 개념 자체에 반 하는 것이다.

AnAmericanwhoidentifiesherselfasmixedblackandwhite

raceisanew personracially,becauseoldracialcategoriesdo

notallow hertheoptionofidentifythisway.Itissucha

person’sverynewnessraciallythatgiveshertheoptionof

racelessness.Toberacelessincontemporaryracialandracist

societyis,ineffect,tobeanti-race.(Zack1993,164,필자 강조)

잭은 이와 같이 기존 인종 범주의 해체를 통하여 혼 인종을 심으로 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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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람은 2000년 에 어드는 시 에 출간된 패싱 소설들이 뉴 니엄의

인종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재 하며 문제 제기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엘람은 흑백의 단순 구도의 즈로 인종을 평가하는 은 이제 구태의

연한 것이 되었으며,이제는 인종 간 혼 주의(interracialism) 인 뿐만

아니라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즈로 인종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xix).그러나 한편으로 엘람은 패싱이 이처럼 인종이라는 본질에 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그것이 시 의 역사 상황과 결코 분리되어 생

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패싱을 가능 하는]모호한 신체를 구성하는 것은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발 되는데,다른 시기,다른 장소에서는 그 지

않을 수 있다.즉 이러한 모호함은 탈역사 이거나 실증주의

인 것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이러한

모호한 신체의 주요한 역할은 언제나 역사 으로 특정한 정치

이해 계와 얽히기도 하고 동기부여 되기도 한다.

Whatconstitutesasupposedlyambiguousbodyinonetime

and place may notdo so in another;in other words,

ambiguitycannotbetreatedasatranshistoricalorpositivist

given [...]Furthermore,such competenciesare always

entangledwith,andoftenmotivatedby,historicallyspecific

운 인종 범주의 창출,더 나아가 ‘인종 없음’을 주창하고자 하는데,존재 기반으

로서의 인종 경계선의 힘이 여 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오늘날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이는 포스트 이스 이론이 직면한 딜 마이기도 하다.이

러한 맥락에서,아피아는 기존의 인종 범주에 반 하면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를 주창하지만,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 제기라고 말한다.아

피아는 “우리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용할 수 있는가?매우 하

고 추상 인 인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충성과 애착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가?”(A citizenoftheworld:how farcanwetakethatidea?Areyoureally

supposedtoabjureallallegiancesandpartialitiesinthenameofthisvast

abstraction,humanity?)라고 반문하며(2006,xv-xvi),자신의 세계시민주의 개념

을 (인종,민족,국가,종교 등에 한)충성과 애착,그리고 인류에 한 헌신을

동반하는 충 개념으로 제시한다.즉 아피아의 주장은 인종주의자 내지는 민

족주의자가 지닌 인종 민족성 개념은 해체되어야 마땅하지만,충성과 애착으

로서의 인종 민족성 개념은 해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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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interests.(99)

뉴 니엄의 인종 문제란 단순히 상호교차 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종

경계선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특정 시기,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정치

이해 계와 얽히는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환기하는 엘람의 지 은 주목

할 만하다.

이 논문은 다양한 역사 맥락에 따라 패싱이 넘어서고자 하는 인종 경

계선이 어떻게 달라지며,이와 더불어 패싱을 하는 주체의 략의 의미가

어떻게 변모되면서 다양하게 재 되는지 그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패싱

내러티 가 기본 으로 인종 정체성에 얽힌 비 에 한 스토리텔링 형태

임을 감안할 때,그것은 특수한 역사 상황에 처한 화자의 사회 치를

고려해야만 제 로 읽힐 수 있다.정체성 다시 쓰기의 서사인 패싱 내러티

는 패싱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물리 ·심리 ‘자유,’물질 이득과 불가

분한 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기본 으로 백인으로 패싱을 할

수 있음은 더 높은 지 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제 조건을 가지는 셈이 되

었는데,그것은 그 시 와 장소에 따라 주인/노 ,인간/재산, 산층/하층민,

시민/비(非)시민,미국인/비(非)미국인 등 패싱이 넘어서야 할 다양한 경계선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인종 경계선은 다양한 역사 맥락에 따라 변화해 왔다.로이스 타이슨

(LoisTyson)은 인구조사국이 1790년부터 1810년까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종 범주를 지정해 사용했다고 지 한다.(1)자유로운 백인 (2)세 이 부

과되지 않는 인디언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로운 개인 (3)노 .1820∼1840년

에 사용된 인종 범주는 다음과 같다.(1)자유로운 백인 (2)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아직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외국인)(3)자유로운 유색인 (4)노

.1850∼1860년에는 다음과 같은 인종 범주가 쓰 다.(1)백인 (2)흑인

(3)뮬래토 (4)뮬래토 노 (5)흑인 노 .특히 1870∼1920년에는 무려 여

덟 개나 되는 인종 범주가 사용되기에 이른다.(1)백인 (2)흑인 (3)뮬래토

(4)쿼드룬(quadroon)(5)옥토룬(octoroon)(6) 국인 (7)일본인 (8)인디

언.19세기 이후 미국의 인종 범주는 크게 백인,아 리카인,아시아인,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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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 원주민이라는 네 가지 상 범주로 구성되어 곧 이어져 오다가 다

음과 같은 범주가 추가되었다.“다섯 번째,히스패닉.인종과 무 하게 속할

수 있음.”8)이상의 시 에 따른 인종 분류를 살펴보면 인종의 범주화는 생

물학 근거는 물론이요,각 시기의 인종에 한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일례로 노 제 시 에는 노 인지 자유인

인지의 여부가 인종 범주를 분류하는 요한 근거 음을 확인할 수 있고,

1800년 반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 부터는 이민자들의 귀화 여

부,시민권의 획득 여부가 인종 분류에 포함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 노 해방 후로는,해방 이후 ‘노 제’라는 강력한 인종 분류의 울타

리의 부재에 한 념으로 인해 더욱 철 하고 세분화된 통 분류가 이루

어졌음을 악할 수 있고,다문화 사회를 거친 오늘날의 미국은 인종 분류

에서 민족성 개념이 두됨을 알 수 있다.요컨 인종에 한 정의는 백인/

유색인의 이분법 틀이라는 항존하는 인식이 기반 된 가운데,사회·경제

압력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종 경계선의 시 변화를 살피면서,짐 크로우에 그 비평

심을 한정하고 있는 월드나 긴즈버그, 이퍼의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식

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즉 인종 경계선과 패싱의 문제를 짐 크로우에 한정

할 경우,노 제와 노 해방,그리고 이민자의 유입과 연 된 귀화 시민

권의 문제,그리고 다문화 시 를 거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압

력에 따라 변화해온 인종 경계선의 문제와,그에 따른 패싱을 하는 주체의

략의 의미의 변모를 놓치게 된다. 한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짐 크로우

에 국한시키게 되면 인종 경계선의 문제가 ‘과거’의 분리 정책인 짐 크로우

의 문제라는 인식을 주게 될 험이 있으며,그 결과 혼종화(hybridity),크

8)사실 히스패닉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종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히스패닉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가리킬 때 쓰

는 용어라는 에서 민족에 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히스패닉은 민

족에 한 명칭이지만,특히 미국 히스패닉 계의 ‘백인성’은 애매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어 든 ‘히스패닉’이라는 카테고리는 ‘백인’의 범주에 속한다(Rattansi93).

이는 오늘날의 인종 분류에서 민족성 개념이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

히 기본 인 사회 구도는 흑백의 인종 경계에 요한 기반을 두고 구성되고 있음

을 말해 다.이상 시 에 따른 인종 분류에 해서는 Tyson372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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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화(creolization)등의 단어들이 두하고 있는 오늘날 인종 경계선의 문

제가 철지난 유물과도 같은 문제로 치부될 험이 있다.그러나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오늘날의 인종 경계선의 문제는 계 ,이민,민족,국가 정

체성 등의 사회·경제 문제와 얽 짐 크로우 시 에 비해 훨씬 더 미묘하

게 형성되어 용되고 있다.앞서 언 한 카와쉬의 언 을 다시 상기한다

면,인종 경계선의 문제는 역사 구성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가

며 (재)구성되지만, 한 존재 기반으로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속성

을 띤다.따라서 이 논문은 인종 경계선이 노 제 시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어떻게 계속 지속되어 왔는

지,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재)설정을 겪어 왔는지와 함께 그것이 어

떠한 방식으로 인종 폭압과 연 되어 왔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한 패싱

내러티 의 주체들이 이처럼 시 에 따라 (재)설정되어 온 인종 경계선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노 제 하에서의 패싱,노 해방 이후의 패싱,그리고 뉴

니엄의 패싱으로 나 어 미국 소설에 나타난 패싱의 양상을 추 하고자

한다.이처럼 시기를 구분하는 잣 는 인종 경계선과 계 의 문제가 뚜렷하

게 변모하는 양상을 쫓는 것인데,이를테면 노 제 하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라는 인종 정체성이 노 주와 노 라는 계 정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

로 작동하 다고 할 수 있다.즉 백인이라는 인종에 속한다는 것은 곧 노

주,혹은 최소한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

었다.반 로 남부의 흑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평생을 주인을 해 일해야

하는 것으로 운명 지워진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했다.그러나 노 해방 후

에는 백인과 흑인 산층,흑인 하층민으로 계 이 세분화되면서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계가 인종 분류와 완 히 일치하지는 않게 되었다.이에 백

인 권력자들은 분화되는 흑인 계 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으려는 시도

를 지속 으로 실행하고자 하 는데,이것이 사실상 짐 크로우의 핵심을 이

룬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짐 크로우는 인종 정체성에 장벽을 부

과하기 한 것이기도 했지만,흑인들 간의 계 격차를 무화하기 한 것

이기도 했다(Myrdal580).즉 이는 산층과 하층민으로 분화되는 흑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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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히 ‘흑인’으로 통합시켜 두려는 시도이며,물질 기반을 일군 흑

인 산층의 특권을 백인들이 리는 특권과는 다른 양식의 것으로 고정시

켜 두려는 정책이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미국 사회에 유럽계 백인 이주민들이

거 유입되면서 야기된 백인종의 분화는 ‘백인성’이 정치화되는 계기를 마

련한다.여러 민족들을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

한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한 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

이 거세어지면서 다문화주의가 도래하게 된다.그러나 다문화주의가 표방하

는 ‘다양성이 존 받는 사회’라는 슬로건은 여러 집단 간의 사회 이권 다

툼의 명분으로 용되었을 뿐 아니라,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면에 내세

우면서 하나의 정체성 카테고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집단 간

의 분열을 진시키게 된다.이런 ‘정체성 정치’의 문제는 인종과 정체성을

정 이고 본질 인 카테고리로 본다는 에서도 거센 비 을 받게 된다.

이 시기의 인종 경계선의 문제는 자본의 소비 능력과 깊은 연 을 맺는

데, 를 들면 백인이라 할지라도 물질 기반이 없는 하층민의 경우 ‘하얀

검둥이’(whitenigger)로 불리는 반면,같은 이민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경제

성취를 이룬 순간,백인성을 획득하여 백인의 범주 안으로 포섭되기도

한다.즉 흑인과 백인이라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

는 시기에 시각 인 기반과 함께 계 인 성취가 흑/백을 가르는 요한

지 으로 두된 것이다.이는 얼핏 흑백 구분이 더 이상 요한 의미를 차

지하지 않는 사회로 진입한 것처럼 보이나,실은 여 히 ‘백인성’과 ‘흑인성’

을 우열 개념으로 나 고 있다는 에서 문제 이다.다시 말해 여 히 기

본 인 사회 구도는 인종 경계를 요한 기 으로 두고 구성되는 것이고,

흑인에게 ‘백인성’은 계 성취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것이며 백인에게 빈

곤하다는 것은 ‘흑인성’을 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도록 하는 것

이다.즉 엄 하게 말하자면 ‘흑/백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흑/백이라는 인종성은 노력 여하에 따라 획득되거나 망실될 수 있다’는 것

이 사회 인종 구성의 요한 이데올로기 명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론에서 살펴볼 첫 번째 소설은 노 제 시 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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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트웨인(MarkTwain)의  바보 슨 이다. 바보 슨 의 주요 모티 는

혼 인을 철 히 ‘니그로’로 규정하여 흑백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한방울법

칙’(one-droprule)이다.한방울법칙은 육체 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검음’일지라도,1/32에 해당하는 단 한 방울의 피를 편집증 으로 추

해 흑인 통을 치열하게 분류해내려는 백인들의 욕망의 산물인데,패싱은

바로 이러한 한방울법칙에 한 흑인들의 거부와 회피를 그 출발 으로 한

다.즉  바보 슨 의 표 을 빌리면,패싱은 통에 따라 인간의 본질을 규

정짓는 미국 사회의 “법과 습의 허구”(afictionoflaw andcustom,309)

에 한 거부이자 회피이다.따라서 이 논문은 한방울법칙의 허구를 정면으

로 다루고 있는  바보 슨 을 패싱 소설 분석의 출발 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노 제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부분 도망 노 들의 도주로서의 패

싱을 에피소드 식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는 반면, 바보 슨 은 백인 노

주와 흑인 노 의 아기 바꿔치기라는 소재―흑과 백의 자리바꿈―를 통해

한방울법칙을 비롯한 당 인종 분류의 허구를 근원 으로 탐색한다는 에

서 큰 의미가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록시(Roxy)가 자신의 아들 “탐”에게

패싱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한 명을 자유롭게 만들기 해 다른 한 명을

노 로 묶어두는 노 제도라는 사회 인 허구를 모방한 유사한 하나의

허구”(정정미 208)를 만들어 낸다.이러한 맥락에서,패싱은 흑백 분리에

응하는 것이자 동시에 흑백 분리에 의존하는 기제라는 한 드러난다.

록시는 백인 귀족의 피와 흑인 노 의 피를 동시에 지닌 이 존재인

“탐”을 ‘고귀하게 태어난 검둥이’로 온 히 통합시키려 하지만,결투를 회피

한 “탐”의 비겁한 행동을 계기로 결국 스스로 “탐”을 ‘고귀하게 태어난/검둥

이’로 분열시킨다.트웨인이 아기 바꿔치기의 패싱 모티 를 통해 궁극 으

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뮬래토를 흑인 노 로 취 하는 당 상황은 물론

이고,뮬래토의 존재를 백인/흑인의 분리된 정체성이 내재된 존재로 간주하

여 탐이 ‘고귀하게 태어난/검둥이’로 분열되는 상황을 패러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설은 존슨의  흑인이었던 남자 로,이 소설은 노 해방 이후

를 그 시 배경으로 하고 있다.노 해방,흑인들의 이주,그리고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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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인종 분리 정책의 등장이 한 데 맞물려 패싱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성기를 맞게 되는데, 흑인이었던 남자 는 이와 더불어 흑인

사회 내부의 계 분화와 흑인 산층의 두 등과 련한 패싱의 새로운

국면을 본격 으로 조명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흑인 계 의 분화로 인

해 흑인 간의 ‘피부색차별주의’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인종 경계선을 ‘넘는’

패싱 행 는 그 자체로 신분 상승으로서의 패싱 개념으로 굳어져 버리는 양

상을 띠며,패싱은 인종차별에 한 응 성격을 띤 것이 아닌 인종차별

의 근본 ‘동력’이 되어버린다.이와 더불어 노 해방 이후 할렘 르네상스

(Harlem Renaissance)로 상징되는 1920년 에 이르기까지 흑인들 스스로 자

신의 인종에 한 자부심과 자 심이 차 높아져갔고,이는 인종 개념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짐 크로우 시기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순 주

의가 낳은 인종 경계선의 허구에 패싱이라는 허구로 맞서는 혼 인의 상황

의 한계는 할렘 르네상스 시기 흑인에 한 인종 개념의 정치화와 맞물려,

패싱이 신분 상승을 해 흑인 인종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인종 불충개념

을 낳게 되는 것이다. 흑인이었던 남자 는 백인 진 에서 화자를 ‘검둥이’

로 규정하는 인종주의,그리고 흑인 진 에서 그를 ‘흑인’으로 규정하는 공

·정치 인종 개념의 압박을 그려내며,혼 인이 (백인 순 사회를 해

혹은 반 로 흑인 사회를 한 기여를 해)어느 한 인종에 묶여야만 하는

압박 인종 상황을 패러디한다.이 논문은 자서 이라는 장르가 이러한 인

종 상황을 패러디하는 데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설은 필립 로스(PhilipRoth)의 소설  휴먼 스테인 

으로,이 소설은 세기의 환기에 출간된 패싱 소설이라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1998년,월터 화이트(WalterWhite)의  탈출 (Flight,1926)의 재발

간 시 책 표지에 실린 논평에서,역사가 넬 I.페인터(NellI.Painter)는 패

싱 소설에 해 역사 으로 요한 흑인 소설의 한 장르 지만 이제는 “사

라진”(extinct)장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페인터가 패싱 소설은 “사라

진”장르라고 말한 지 불과 2년 후인 2000년,로스는  휴먼 스테인 에서 보

란 듯이 패싱의 주제를 부활시킨다.뉴 니엄 패싱 소설인  휴먼 스테인 

은 패싱을 통해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 의 인종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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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찰을 보여 다. 컨 ,이 소설에서 패싱은 1980년 기 미국의

학 사회에 뿌리를 내린 ‘정치 올바름’(politicalcorrectness)에 해 근본

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1998년 미국,유 인 콜먼은 강

의 도 흑인 학생들을 두고 사용한 말 한 마디로 인종차별 논쟁에 휘말리

지만,사실은 그가 유 인으로 패싱한 흑인이었다는 사실이 밝 지는데,이

러한 이 소설의 아이러니는 기존의 패싱 소설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 이

다.기존의 패싱 소설들은 흑백 인종차별의 불합리한 상황에 한 문제 제

기로 시작되지만,이 소설은 오히려 흑백 인종차별에 한 반작용인 인종

‘정치 올바름’이 교묘한 인종차별의 기제로 변질된 상황에 한 문제 제기

로 시작되기 때문이다.요컨 ,뉴 니엄 패싱 소설은 여 히 지속되는 흑

백의 불평등에 한 항의 역할을 해냄과 동시에,정치 올바름,소수집단

우 정책으로 표되는 다문화 시 의 정책에 내재한 인종차별주의 역시 짚

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다문화 시 의 정책은 하나의 정체성 카테고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집단 간의 분열을 진시키게 된다.

 휴먼 스테인 에서 그려지는 ‘유령’과도 같은 뉴 니엄의 정체성 문제

에는 인종과 민족성,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미국의 국가 정

체성의 문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사이 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

민과 직간 으로 련이 있는데,기존의 패싱 소설과  휴먼 스테인 이 차

별되는 지 은, 휴먼 스테인 은 콜먼을 필두로 미국의 인종 문제 국가

정체성이 얽힌 개인 정체성의 문제를 복합 으로 풀어내고자 한다는 이

다.콜먼은 패싱을 통해 “울워스의 그들”(theyofWoolworth’s) “하워드

의 우리”(weofHoward)에서 벗어나지만(Roth2005,108),결과 으로 ‘유

인들’ 한 명이 되고 만다.인종이라는 테두리에서 기필코 벗어나려는

콜먼의 시도는 필연 으로 콜먼이 인종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결론에 착하게 된다.‘노포크 사창가에서는 흑인이라고 쫓겨났고 아

테나 학에서는 백인이라고 쫓겨난’콜먼은 반유 주의라는 다른 차별

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데, 휴먼 스테인 은 이 반유 주의의 기 에 존

재하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휴먼 스테인 은 콜먼이 스터 팔리

(LesterFarley)에게 살해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베트남 참 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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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되는 스터에게 콜먼은 베트남인, 국인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란

낯빛을 지닌 인종 ·민족 타자일 뿐이며,‘형 인 미국인’도 아니다.백

인이자 인종 타자이며 미국인이자 외국인인 변칙 인 치의 유 인이야

말로 로스가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의 패싱을 통해 인종 민족성,그리

고 국가 정체성이 얽힌 복합 인 문제의식을 탐색하는 데 격이라 할 수

있다.





-29-

Ⅱ.본 론

1.백인 노 주와 흑인 노 의 자리바꿈―

마크 트웨인의  바보 슨 

불의가 기본 특징인 사회에,

노 주와 노 ,두 계 으로 분열된 사회에

무슨 사회 미덕이 가능할 수 있으랴?

Whatsocialvirtuesarepossible

inasocietyofwhichinjusticeistheprimarycharacteristic?

inasocietywhichisdividedintotwoclasses,mastersandslaves?

― 리엄 웰스 라운(William WellsBrown), 클로텔 (Clotel)

운명의 수 바퀴의 회 ,[노 주와 노 가 처한]상황의 맞바꿈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A]revolutionofthewheeloffortune,anexchangeofsituation,

isamongpossibleevents.

―토머스 제퍼슨(ThomasJefferson)

1)노 제 하에서의 패싱―피부색과 계 의 경계선

에드가 앨런 포(EdgarAllanPoe)의  낸터킷의 아서 고든 핌의 모험 9)

(TheNarrativeofArthurGordonPym ofNantucket,1838)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장 요한 주제 하나는 바로 흰색과 검은색의 립과 의미 변환

이다.흑백의 이 립과 의미 변환은 이 소설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

다. 컨 ,“완벽한 악마”(aperfectdemon)로 지칭되는 공포의 흑인 요리

사(54),치아까지도 검은 살랄(Tsalal)섬의 원주민들,죽음의 검은 화강암

9)이하  냇터킷의 아서 고든 핌의 모험 은  핌 으로 표기하며, 핌 의 인용은 면수

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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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불길하게 느껴지는 거 한 검은 새 등은 분명 부단히 핌(Pym)을

하는 부정 인 은유로 제시되고 있지만,반면에 그가 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는 더크 피터스(DirkPeters)의 검은 피부색은 분명 안과

구원의 색이 된다.살랄 섬의 검은 으로부터 벗어나 핌이 도피하는 남

극의 순백색 역시 백인들의 이상향 는 모성 구원의 메타포로 제시되고

있지만,반면에 시체의 역겹고 창백한 공포의 색,불길하고 수수께끼 같은

멸의 색,하얀 안개로 표상되는 모호한 색,검은 피부의 시체를 탐식하는

피 묻은 착취의 색으로도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흑/백의 립과 의미 변환

에서 주목할 것은,포가 이 소설에서 흑과 백의 치가 결코 이 아니

고 사실은 서로 뒤바뀔 수도 있음을 부단히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다(김성

곤 101).10)

모리슨은  어둠 속의 유희 (PlayingintheDark)에서,“ 기 미국 작가

,포만큼 미국 아 리카니즘의 개념에 더 요한 작가는 없다.”(No

early American writerismoreimportanttotheconceptofAmerican

Africanism thanPoe.)고 주장한 바 있다(1993,32).모리슨이 말하는 ‘미국

아 리카니즘’이란,백인들이 흑인들을 하면서 내 공포를 가라앉히고

외 착취를 합리화할 집단 필요에서 발생한 것으로서,“어둠,타자,공포,

그리고 욕망”(darkness,otherness,alarm,anddesire)을 독특하게 미국 으

로 주조한 것이라 정의된다(1993,38).모리슨은 구체 으로  핌 의 마지막

장면을 로 든다.

3월 22일.부쩍 어두워졌지만,우리 앞의 하얀 휘장이 쏟아놓는

도의 그 빛 때문에 그나마 좀 환했다.거 하고 창백한 수많

은 새들이 하얀 베일 머로 끊임없이 날고 시야에서 사라져 가

면서 끝없이 ‘테 리 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그 소리에

- 가 보트 바닥에서 몸을 움직 으나,만져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이제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활짝 벌리고 있

는 폭포의 포옹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그러나 우리의 길목에

갑자기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큰,수의를 입은 사람의 형상이

10)이상  핌 의 흑/백의 립과 자리바꿈에 해서는 김성곤 101-105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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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그의 피부는 마치 처럼 완벽하

게 흰색이었다.

March22nd.―Thedarknesshadmateriallyincreased,relieved

onlybytheglareofthewaterthrownbackfrom thewhite

curtainbeforeus.Manygiganticandpallidlywhitebirdsflew

continuouslynow from beyondtheveil,andtheirscream was

the eternalTekeli-li!as they retreated from our vision.

HereuponNu-Nustirredinthebottom oftheboat;butupon

touching him,wefound hisspiritdeparted.And now we

rushed intotheembracesofthecataract,whereachasm

threw itselfopen to receive us.Butthere arose in our

pathway a shrouded human figure,very farlargerin its

proportionsthananydwelleramongmen.Andthehueofthe

skinofthefigurewasoftheperfectwhitenessofthesnow.

(211)

흑과 백의 색의 이미지가 마치 앞에 펼쳐 보이듯 극명하게 조되며 드러

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모리슨은 이러한 순백색의 이미지가 ‘맥락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모리슨에 따르면,이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순백색의

이미지는 개 죽거나 무력한,혹은 속 하의 흑인의 재 과 함께 나타나

기 마련인데,이러한 순백색의 이미지는 “이 백색에 동반되는 그림자―공포

와 갈망을 지닌 채 미국 문학의 심장과 텍스트를 움직이는 검고 지속 인

존재―에 한 해독제이자 사색”(antidote for and meditation on the

shadow that is companion to this whiteness―a dark and abiding

presencethatmovestheheartsandtextsofAmericanliteraturewith

fearandlonging)이다(1993,33).이와 같이  핌 에서의 맥락화된 흑백의 색

의 이미지를 고려해볼 때,인간 심연의 공포에 한 문학 ·철학 통찰을

보여주는 포의 소설에서,‘흑과 백의 의미가 결코 이 아니고 사실은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만큼 백인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테 사 고두(TeresaGoddu)는 고딕 비평들이 고딕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그리고 거듭되는 흑/백의 상징 립을 인종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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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검토하는 데 실패해 왔다고 지 한다(230).11)로버트 헤멘웨이(Robert

Hemenway)도 지 하듯,미국의 경우 고딕 소설에서 흑/백의 상징 립은

작가의 의도와는 계없이 인종과 련된 “사회학 인 부담”(asociological

burden)을 함의한다(Goddu230재인용).헤멘웨이에 따르면,고딕 소설의 색

이미지가 서구 문화에 만연해 있는 인종 통념의 신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

에,인종 타지가 고딕 효과에 반향할 수밖에 없다.보스턴에서 출생하

기는 했지만 근본 으로 남부 버지니아인이었던 포는 흑백의 립 문제에

해 그 어떤 북부 작가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는데,이러한 맥락에서 고

딕 소설에서의 흑/백의 상징 립은 인종과 련된 사회 함의를 지닌다

는 헤멘웨이의 지 은  핌 에 나타난 색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합하다고

11)고두의 비평을 이해하기 해서는  핌 이 출간되던 당시 미국의 역사 배경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당시 미국은 흑백 인종 간의 구분을 과학 으로

입증하고 체계 으로 이론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는데,그 표 인 로 단일발

생설(monogenism)과 다원발생설(polygenism)의 논쟁을 들 수 있다.새뮤엘 S.

스미스(SamuelS.Smith)는  인종 형상의 원인과 변종에 한 에세이 (AnEssay

on the Causesofthe Variety ofComplexion and Figure in the Human

Species)에서 인간 종은 모두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는데,계몽주

의 인간 혹은 기독교의 단일발생설로부터 발 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이론은 략 19세기 까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 리 수용된 견해 다.

단일발생설은 18세기부터 19세기 까지 지배 인 인종 이데올로기 지만,이

런 인종 은 19세기 엽으로 들어서면서 생래 인종차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려나기 시작한다.미국에서는 1839년 새뮤엘 G.모턴(SamuelG.Morton)의

 미국의 두개골 (CraniaAmericana)의 출간과 함께 다원발생설이 진지하게 받아

들여지기 시작했고,다원발생설에 한 1840년 까지의 강한 국가 차원의 반발

에도 불구하고,1850년 에는 인종들 사이의 내재 인 불평등이 과학 인 사실로

수용되었다.이러한 이론이 수용된 것은 미국 남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

인 상이었다.1851년 모턴이 사망한 후,그의 추종자인 조사이어 C.노트

(JosiahC.Nott)와 조지 리돈(GeorgeGliddon)은 1854년 인종차를 증명하는 온

갖 증거들을 총망라한  인류의 유형 (TypesofMankind)을 출 하 다.그들은

제목이 암시하듯,인류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몇 가지 속 인 인종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유형은 지 ·도덕 ·신체 자질이 각각 확연히 구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일발생설을 부정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단일발생설과 다

원발생설의 진 여부보다,이러한 과학 논쟁이 이데올로기화 되어가는 과정이

다.다시 말해,노 제 폐지의 흐름이 물살을 타던 19세기 엽 미국 역에서

다원발생설의 수용이 국 인 상으로서 힘을 얻은 것을 주목한다면,다원발생

설은 ‘우월한’백인과 ‘열등한’흑인 사이의 생래 인종차가 존재함을 주장함으로

써 흑인들을 노 제의 틀 속에 가두어 억압하는 것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 단일발생설과 다원발생설의 논쟁에

해서는 신문수 151-56;Goddu238-39;Horsman99,134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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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리처드 라이트(RichardWright)가 ｢‘비거’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How 'Bigger'wasborn")에서 지 하듯―“그리고 포가 살아 있다면,공포

를 발명해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오히려 공포가 그를 발명해낼 것이

다.”(AndifPoewerealive,hewouldnothavetoinventhorror;horror

wouldinventhim.39)―미국 흑인들에게 드리웠던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포의 고딕의 거름이 된 것이다. 슬리 피들러(LeslieA.Fiedler)의 표

을 빌리면, 핌 은 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 문서”(asocial

document)이며,그것의 주제는 바로 “노 제”(slavery)이다(1997,397).

이와 같이 모리슨이 말하는  핌 의 흑백의 이미지는 ‘노 제’의 맥락에서

해석되어 왔는데,노 제와 포의 계에 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해석이 있

었다.많은 비평가들은  핌 을 특히 1831년의 냇 터 (NatTurner)의 반란

과 연 지어 해석한다. 컨 ,존 칼로스 로우(JohnCarlosRowe)는 남부

의 노 폭동에 한 포 자신의 억 린 공포라는 심리 요인이 이 시 인

내러티 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127).즉,로우는 이 내러티 를

야만 이고 반항 인 흑인들에 한 방어 인 타지로 읽는다.로우에 따

르면,그램퍼스(Grampus)갑 의 폭동은 노 폭동이라는 역사 의

은유이며,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악마’인 흑인 요리사는 냇 터 를

연상 한다.그러나 (순수 흑인인)냇 터 가 일으킨 반란을 응시켜  핌 

을 해석하는 것은, 핌 의 가장 요한 주제인 흰색과 검은색의 립과 의

미 변환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엄 히 말해 냇 터 의 반

란은  핌 이 보여주는 흰색과 검은색의 립과 의미 변환에 한 공포가 아

니라,흑인과 백인의 계 치가 역 되는 것에 한 공포,즉  베니토

세 노 (BenitoCereno,1855)식의 공포이기 때문이다.12)

12) 핌 에 내재한 공포에 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모리슨은  어둠속의 유

희 에서  핌 의 마지막 장면을 언 하면서,여기서의 백색 이미지는 무력한,혹

은 속 하의 흑인의 존재가 종언을 구하거나,텍스트에서 삭제될 때 두드러진다

는 사실을 주목한다.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읽히는 흑인의 부재와 침묵이 역설

이게도 미국 백인의 존재를 성립 가능하게 한 역사 구성요소 다고 진단하는

데,모리슨에게  핌 은 흑인문제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흑인문제를

드러낸 그 풍부한 “은유성”과 “암시성”으로 말미암아 미문학 고 의 걸출한 성취

로 여겨진다(이일수 66).이러한 모리슨의 연구는 많은 후속 연구를 발했다.모

리슨의 후속 연구로서 가장 표 인 연구서는  어둠 속의 유희 의 한 장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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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핌 의 요한 주제는 노 폭동이 아닌,‘인종 환’의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핌의 친구 어거스터스(Augustus)는 죽어가면서,

그의 팔은 손목부터 어깨까지 “완 히 새까맣게”(completelyblack)되었다

(126).백인인 어거스터스가 죽고 난 후 그 시체가 “완 히 새까맣게”변하

목을 차용한  그림자를 낭만화하기 (RomancingtheShadow)인데,이 연구서는

포의 텍스트에 담긴 흑인 존재에 한 공포를 미국의 인종 실에 한 은유로서

분석한다.요컨 ,모리슨의 연구와 그 후속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포의 텍스트의

이면에 담긴 미국의 인종 실에 한 은유성과 암시성이다.

그동안 포가 인종주의자(racist)인지에 한 논란이 있었고 로우 등의 비평가

는 이를 포의 텍스트 분석의 근거로 삼았지만, 요한 것은 그가 인종주의자인지

에 한 기 사실성과는 별개로,그의 텍스트에 담긴 미국의 인종 실에

한 은유성과 암시성이다. 핌 은 1830년 냇 터 의 반란에서 기인한 “흑인 오

증”(Negrophobia)과 공포를 반 하는 소설로 알려져 왔다(Kennedy237).그러나

 핌 에 담겨 있는 공포를 어느 특정한 사건으로 한정시킬 경우 이 텍스트의 복

합 인 은유성 암시성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선상 반란에서의 기존 계

질서의 뒤바뀜,흑백의 의미 변환 등, 핌 에 담겨 있는 공포가 지닌 거시 인 함

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비록  핌 에서 드러나는 흑인공포증은 부

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핌 을 단순히 흑인 오증 소설이라 규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J.G. 네디(J.G.Kennedy)의 지 처럼  핌 이 앵 로색슨의 인종 헤게

모니를 인정하고 싶어 하면서도,동시에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복합 인 소설임

을 주목해야만 한다(244).이와 유사한 맥락에서,데이나 넬슨(DanaNelson)은

 핌 이 한편으로는 “인종주의 텍스트”(racisttext)이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인

종주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그리고 과학 인종주의에 항하는 텍스트라고

주장하면서,이 소설의 복합 인 은유성과 암시성을 부각시킨다(Person221재인

용).따라서  핌 에 담겨있는 흑인에 한 공포가 구의 것인지,즉 공포의 주체

가 구인지의 문제도 은유 이고 암시 인 차원에서 근해야 한다.이를 작가

인 포 자신의 것이라거나,당 백인 독자들의 것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당

미국의 인종 실에서 백인 심리의 기 에 존재하는 공포라고 근할 때  핌 이

지닌 복합성이 소실되지 않는다.이와 련하여,르랜드 S.퍼슨(Leland S.

Person)은 포의 단편소설들―｢라이지아｣("Ligeia"),｢검은 고양이｣("The Black

Cat"),｢모르그 가의 살인 사건｣("TheMurdersintheRueMorgue"),｢ 름발이

개구리｣("Hop-Frog")―이 “흑인 본질주의”(blackessentialism)를 해체하며, 한

백인 심리의 기 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흑인성”(blackness)이 (백인성에)복수

를 벌이는 소설로 읽어내는데,퍼슨은  핌 한 이 단편소설들의 연장선상에 있

다고 주장한다(221).

결론 으로 이 논문은  핌 에 담긴 공포를 포의 것 내지는 당 백인 독자들

의 것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당 의 인종 실의 문맥 속에서 백인 심리의 기

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공포를 포가  핌 에서 은유 이고 암시 으로 다루고

있다고 본다.즉 모리슨의 표 을 빌리면,포의 텍스트를 인종 문제와 련하여

근할 때 요한 것은 ‘어둠속에서 유희’하는 미국의 국가 상상력을 읽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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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은,‘피부색’으로 드러나는 인종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얼마든지 유동 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다.‘구성’된 것으로

서의 인종 개념에 한 이 소설에서의 거듭되는 주제 의식은,핌이 죽은 라

스(Rogers)의 시체를 흉내 내는 장면에서 정에 이른다.죽은 후 “완 히

새까맣게”변해 버린 어거스터스와는 반 로,라 스는 죽은 후 “백악같이

창백한 흰 빛”(achalkywhiteness)이 된다(82).핌은 하얀 분필 가루를 이

용하여 라 스의 시체로 “변장”(disguising)한다(83).핌의 ‘변장’을 통해 인

종 정체성은 외면의 문제,혹은 배우가 롤 이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

면서 ‘수행 인’(performative)것이 된다.고두에 따르면,흑인분장 악극에서

이러한 “인종 환”(racialtransformation)을 경험한 바 있을 포의 독자들은

이와 유사하게 인종이라는 것이 단지 “분장”(make-up)을 통해 “구성”(made-up)

될 수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 을 것이다(240).요컨 , 핌 은 ‘검음’뿐만

아니라 ‘흼’ 한 ‘구성’가능한 것임을 보여 으로써,인종 정체성은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유동 인 것임을 암시한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포의 내러티 가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을

재 한 것인지를 밝 내는 것이 아니라,그의 내러티 에 내재한 심연의 공

포가 이와 같이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노 제라는 당 의 시 상황과의

한 련성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특히  핌 이 노

제와의 한 련성 속에서,흰색과 검은색의 립과 의미 변환,인종

환,‘구성’된 것으로서의 유동 인 인종 개념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해

석을 제해 본다면,이러한 주제 의식이 당 의 노 제 사회에서 얼마만큼

강렬하게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핌 에서 인종이라는 것이 단지 ‘분장’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상징 인 차원에서 재 된다면,이러한 불안이 구체화되어 실 되는 것이

바로 패싱이다. 핌 이 출간된 1838년과 비슷한 시기인 1836년에 패싱이란

용어가 미국 문학에 처음 등장한다.노 제 시 에 패싱은 도망 노 들이

‘백인’으로 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그들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데

사용한 수단이었다.‘흑인’이라는 인종 정체성은 “노 상태”(enslavement)

를 의미했고,반면 ‘백인’이라는 인종 정체성은 “자유”(free),혹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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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는 아니라는 사실을 표지했다(Harris1718). 한 모리슨이 지 하듯,

흑인성과 노 화의 구축에는 “비자유”(not-free)뿐만 아니라,피부색에 의해

창출된 극 인 양극성에서 기인한 “타자성”(not-me)이 존재하는데(1993,

38),패싱은 바로 이 두 가지 속박으로부터의 탈출을 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패싱이라는 용어가 인종 경계선을 넘는다는 의미로 처음 쓰인

것은 도망 노 와 련한 공고문에서 는데,‘패싱’이 미국 소설에 도입된

것은 이러한 도망 노 공고문의 인용을 통해서 다.패싱은 백인들이 부

정 의미로 처음 사용하 다. 컨 , 클로텔 의 등장인물 드 낭 부인

(Mrs.Devenant)의 회고―“많은 사람들이 나를 꼼꼼히 살펴보았지만,모두

들 내가 무 하얗다고 생각해서인지,아무도 나를 기꺼이 사려 하지 않았

어요.내가 도망쳐 자유민 백인 여자로 패싱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

면서요.”(Iwasexaminedbymanypersons,butnoneseemedwillingto

purchaseme,asallthoughtmetoowhite,andsaidIwouldrunaway

andpassasafreewhitewoman.203)―는 이를 잘 시해 다.그러나

백인들이 사용했던 부정 의미로서의 패싱은 반노 제 소설에 도입되면서

당 의 인종 구분에 해 요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노 제의 억압에

항거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다.솔러스에 따르면,‘패싱’이 미국 소설

에 최 로 도입된 는 리처드 힐드 스(RichardHildreth)의  노 ,혹은

아치 무어의 회고록 (TheSlave;or,MemoirsofArchyMoore,1836)이

다(1997,255). 노 ,혹은 아치 무어의 회고록 은 노 수기로 장한 첫

반노 제 소설(anti-slaveryfiction)이었는데,이 소설에는 도망 노 인 아

치(Archy)와 캐시(Cassy)를 붙잡기 해 그들의 외양을 매우 자세히 묘사

한 공고의 문이 포함되어 있다.이 공고는 아치와 캐시가 둘 다 “매우

밝은 피부색”(verylightcolored)을 지니고 있다는 말과 함께,“의심할 여

지없이 그들은 백인으로 패싱을 시도할 것이다.”(No doubtthey will

attempttopassforwhitepeople.)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Hildreth71-72).

이 마지막 문장은 미국 문학 텍스트 상에 최 로 등장한 패싱의 개념으로

서,이후의 텍스트들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에서 역사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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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은’노 주,‘하얀’노

힐드 스의 소설을 통해 ‘패싱’이 미국 문학에 최 로 도입된 이래로,

노 제 시 의 패싱은 주로 힐드 스의 소설에서처럼 도망 노 의 도주 수

단으로서 재 되었다.즉 흰 피부를 지닌 노 신분의 등장인물들이 노

제로부터 탈출하기 해 패싱을 그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트웨인의  바보 슨 은 노 제 시 의 패싱을 다룬 소설들 가

운데 매우 독특한 치를 하는데,이는  바보 슨 의 패싱이 도피 수단

으로서가 아닌,‘아기 바꿔치기’라는 소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보

슨 은 백인 노 주와 흑인 여자 노 사이에서 생긴 혼 사생아와 백인

자의 뒤바뀜을 모티 로 하고 있다.아기 바꿔치기를 통한 패싱의 특성은

주로 혼 인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어릴

때,부모에 의해 비자발 으로,자신의 인종 뿌리와 다른 인종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솔러스는  바보 슨 의 아기

바꿔치기를 “비자발 ”(involuntarily) 패싱이라 정의하고 있는데(Sollors

1997,251),그러나 이는 패싱을 하는 주체의 의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

의라고 생각된다.패싱에서 요한 것은 패싱을 하는 주체의 의도성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아기 바꿔치기는 비자발 패싱이라기보다는,패싱을 하

는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리인에게 투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 록

시가 자신은 패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패싱 욕

망을 투여하여 리 패싱을 시도하고 있다고 야 옳을 것이다.요컨 ,

 바보 슨 에서 패싱을 수행하는 주체는 (비자발 인)아기 “탐”이 아니

라,자신의 패싱 욕망을 그녀의 리인인 “탐”을 통해 실행에 옮기는 엄마

록시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논문은  바보

슨 에 나타난 패싱을 비자발 패싱이 아닌,‘리 패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패싱 연구에서 아기 바꿔치기 모티 는 비 있게 다 지지

않았는데,이 논문은 아기 바꿔치기 모티 가 지닌 패싱으로서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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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아기 바꿔치기 모티 는 앞서 살펴본 포와 멜빌

식의 공포를 한 데 모아 구 한 장치,즉 흰색과 검은색의 의미 변환

흑인과 백인의 계 치의 자리바꿈에 한 공포를 구 한 장치라 할

수 있다.‘백인 노 주의 아기’와 ‘흑인 노 의 아기’의 자리바꿈이 주는 공

포는 물론이요,외 상 무도 명백히 달라야 하는 두 아기를 바꿔치기 해

도 애 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당 백인 우월주

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커다란 두 축,노 제와 인종주의 둘 모두를 동

시에 뿌리째 뒤흔드는 이었다.도피 수단으로서의 패싱에 비해,아기

바꿔치기 모티 는 어릴 부터 ‘흑인이 백인이 되고,백인이 흑인이 되는’

흑백의 자리바꿈이라는 에서,흑백에 내재된 고정 념을 탐색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피들러는  바보 슨 에 해 “이 진실”(doubletruth)이 성립하는

소설이라고 말하는데,이는 노 주 토머스 아 베켓 드리스콜(Tomas à

BecketDriscoll)로 여겨졌던 “탐”이 사실은 노 고,노 발 드 샹 르

(ValetdeChambre)로 여겨졌던 “샹 르”가 사실은 노 주 다는 에서

그러하다(223).즉 피들러가 말하는 ‘이 진실’은 (인용 부호 안의)탐과

샹 르를 통해 노 주/노 ,백인/흑인의 본질을 의문시한다.피들러의 말

에 첨언하면,“탐”은 노 로 태어나서 노 주가 되었다가 다시 노 로 돌

아가며,반면 “샹 르”는 노 주로 태어나서 노 가 되었다가 다시 노 주

로 돌아가는데,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노 가 노 주로,노 주가

노 로 체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노 로서의 노 의 정체성,그

리고 노 주로서의 노 주의 정체성 자체에 균열을 가한다.

한  바보 슨 이 패싱을 주제로 한 문학 텍스트 가운데 요한

치를 하는 이유는,당 의 ‘한방울법칙,’즉 혼 인을 사실상 ‘흑인’으로

규정하는 법에 한 비 을 그 심축으로 삼기 때문이다.법 체계라는

것은 기본 으로 범주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특히 한방울법칙은 백인

과 흑인 간의,주인과 노 간의,자유인과 비자유인 간의 인공 경계선을

창조하는 법이었다.여주인공 록시는 자신이 유모로서 돌보던 주인의 백인

아들과 흑인 통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데,이를 아무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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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지 않은 채 바꿔치기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노 제도 등 인종 간의 구

별에 근거한 미국 사회의 근본 구조가 실제로는 ‘법과 습의 허구’일 뿐이

라는 것을 보여 다. 바보 슨 에서 트웨인이 비 하고 있는 ‘법과 습의

허구’는 백인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한 법과 습을 의미하는데,특히 트웨

인은 당시 사회에서 흑백 인종을 구분하는 기 이 되던 ‘한방울법칙’과 같은

미국의 인종 련법을 작품의 심 소재로 삼는다.즉,외 상 인종 으로

백인 자유민과 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뮬래토의 등장은 노 제 사회로 하

여 불합리한 사회 ·법 허구를 양산 하 으며,트웨인의 비 은 바로

이를 향한 것이다.

사실  바보 슨 이 의 패싱을 소재로 한 텍스트들에서 주로 비 을

가하는 법은 도망노 송환법이었는데,백인 노 주가 ‘하얀 노 ’를 뒤쫓는

상황,그로부터 탈출하기 해 ‘하얀 노 ’가 백인으로 패싱을 하는 상황의

기 에는 한방울법칙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다시 말해,한방

울법칙은 도망노 송환법을 비롯한 다른 인종 련법에 비해,흰색은 무엇

이며 검은 색은 무엇인가,흑백 인종을 분류하는 기 은 과연 무엇인가 등

의 요한 철학 질문들을 제기하게 한다는 에서 더욱 근본 인 의미를

지닌다.해리엇 제이콥스(HarrietJacobs)의 외침―“더구나 도 체 가 아

리카 사람이란 말인가?아 리카 노 의 속에 흐르고 있는 앵 로-

색슨 족의 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Andthen

whoareAfricans?WhocanmeasuretheamountofAnglo-Saxonblood

coursingintheveinsofAmericansslaves?49)―이 이를 잘 설명해 다.

백인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한 통 규정에 따르면,아무리 소량의 흑

인 피를 지녔더라도 흑인 조상을 가진 자는 구든지 법률상 흑인으로 분류

되고,흑백 분리와 공민권 박탈 규정의 용을 받았다(Fredrickson 1981,

130).조지 M. 드릭슨(GeorgeM.Fredrickson)은 ‘한방울법칙’에 해

미국 남부의 인종 순수성을 유지하기 한 법들 흑인을 범주화하기

해 보 된 것으로,나치(Nazi)가 유 인에게 용한 법도 결코 이만큼 엄격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2002,124).이러한 통 규정은 피들러의 표 을

빌리면,단지 “백인의 욕망에 따라 규정·재규정된 가공의 선”(animag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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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crossedandrecrossedbythewhiteman'slust)일 뿐이었다(1997,

405). 바보 슨 에서 흑인 노 록시의 경우 그녀의 몸속에 단지 1/16의

흑인 피가 흐르고 있고,그녀의 아들은 불과 1/32의 흑인 통을 지니고 있

지만,그것이 이들 모자로 하여 노 로서 비참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

도록 한다.13)

사실상 록시는 구보다 하얗지만,그녀의 16분의 1의 흑인 피

가 나머지 16분의 15의 백인 피를 르고 그녀를 흑인으로 여기

게끔 만들었다.그녀는 노 고 그 게 팔릴 수 있는 존재 다.

그녀의 아기는 32분의 31이 백인이지만,그도 역시 노 다.법

과 습의 허구에 의해 흑인인 것이다.

ToallintentsandpurposesRoxywasaswhiteasanybody,

buttheonesixteenofherwhichwasblackoutvotedthe

otherfifteenpartsandmadeheranegro.Shewasaslave,

andsaleableassuch.Herchildwasthirty-onepartswhite,

andhe,toowasaslave,andbyafictionoflaw andcustom

anegro.(8-9)14)

수잔 길만(SusanGillman)은 이를 “비논리 인 연산”(illogicalarithmetic)

이라 표 한 바 있는데(81),이 비논리 인 연산에서 1/16,1/32이 상징하

는 극소량의 피는 한방울법칙의 수량화 방식이 지닌 부조리를 조롱하고자

하는 트웨인의 목 을 드러낸다.트웨인에게 미국 남부의 비극이란 혼 이

아니라 백인 피의 순수성에 한 괴 인 강조 다.

리엄슨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검음’이 패싱이라는 상을 생산해내는

데(100),한방울법칙은 사실상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검음이 생산해내는 패

싱을 규제하는 법이었다.1850년 남부에서 피부색을 코드화하여 인종

으로 엄격하게 두 갈래진 사회를 창조하기 한 과정을 착수한 이래,한방

울법칙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19세기 후반 ‘백색’미국에서 성문화되

13)이상 한방울법칙에 해서는 노동욱 89면을 참고함.
14)이하  바보 슨 의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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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통용되었으며,특히 피부색의 경계를 지키기 한 백인들의 마음속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15)이와 같이 인종을 구분해내는 한방울법칙은 “본

성”(nature)이 아닌 “역사”(history)를 통해 벼려졌다(Wald10). 바보 슨 

이 집필되던 1890년 는 노 제 시 의 사회 상이 답습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노 해방 이후 인종 구분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백인들

의 불안감이 팽배하여,흑백 인종을 구분 짓는 일이 사회의 효과 인 통제

와 안정을 해 으로 필요했던 시기 다.이러한 맥락에서,에릭 J.

선퀴스트(EricJ.Sundquist)는 ｢마크 트웨인과 호머 시｣("MarkTwain

andHomerPlessy")에서, 바보 슨 의 둥이 모티 는 백인과 흑인 간

의 불가분의 계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남북 쟁 이 의 습과 사

15)한방울법칙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는데,수지 길로리 핍스(SusieGuillory

Phipps)사건은 한방울법칙의 허구를 여실히 보여 다.1977년,수지 길로리 핍스

라는 여성이 남미로의 휴가를 계획하면서,여권을 신청하기 해 루이지애나 출

생기록소에 출생증명서 발 을 요청한다.그러나 그녀는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다

는 이유로 출생기록소로부터 출생증명서 발 을 거 당했다.한 평생 자신을 백

인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핍스는,출생증명서 발 을 신청할 시 당연히 자신의 인

종을 백인이라 기재했으나,출생기록소에 그녀는 흑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48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사흘간 몸살을 앓았다.출생증명서에는 그녀의 양친 모두 ‘흑

인’(colored)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며,따라서 자연히 그녀 역시 흑인이 되었다.핍

스는 이를 두고 4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루이지애나 주와 5년간의 법정 싸움을

벌 다.핍스는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루이지

애나 주가 한방울법칙은 헌이라고 선언해주기를 원했다.당시 루이지애나 법은

구나 최소 “1/32의 흑인 피”(1/32Negroblood)가 섞인 사람을 ‘흑인’으로 규정

했는데,주 정부에 의해 고용된 족보학자에 따르면 마거리트(Marguerite)라는 이

름의 흑인 노 를 6 조 할머니로 둔 핍스는 흑인에 해당되었다.그러나 핍스에

따르면,그녀가 백인이라는 것은 무도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었다.핍스는 “

는 백인이에요.완 히 백인이라고요. 는 백인 아이로 길러졌고,백인 학교에

다녔어요. 는 두 번이나 백인 남자와 결혼했답니다.”(Iam White.Iam all

White.IwasraisedasaWhitechild.IwenttoWhiteschools.Imarried

Whitetwice.)라고 항변했다.루이지애나 주는 끝까지 한방울법칙의 입장을 고수

하여,핍스는 결국 패소했다.루이지애나 주는 그로부터 13년 후인 1983년,인종

분류법을 폐지했다.그러나 수지 길로리 핍스 사건에는 그 폐지법이 소 용되

지 않아,핍스는 여 히 법 인 흑인으로 남았다.수지 길로리 핍스 사건에 해

서는 2011년 10월 3일에 쓰인 ｢수지 길로리 핍스,루이지애나 법,그리고 한방울

법칙｣("Susie Guillory Phipps,The State ofLouisiana,and the One-Drop

Rule")이라는 기사를 참고함.<http://1nedrop.com/susie-guillory-phipps-the-stat

e-of-louisiana-and-the-one-drop-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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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이 쟁 후인 19세기 후반에도 복원되어 나타나는 것에 한 상징

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67).즉, 바보 슨 은 흑백 인종을 엄격하게 구

분 짓고 통제하는 한방울법칙이 더욱 강화되어가던 남북 쟁 이후의 사회

맥락―선퀴스트의 표 을 빌리면,기 했던 사회·정치 변화를 역행하

는 퇴보 신화의 “기이한 배가”(thefreakishdoubling,1990,67)―속에서

배태되었다.16)이와 같이 한방울법칙은 육체 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보이

지 않는 검음’일지라도 편집증 으로 추 해 철 한 흑백 분리의 근거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패싱의 출발 은 바로 이러한 한방울

법칙에 한 흑인들의 거부와 회피이기에,한방울법칙의 작 성과 허구성

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바보 슨 은 패싱 소설 분석의 출발 이 된다.

‘한방울법칙’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통과 련된 것이

지만,그 이면에는 필연 으로 계 이 연 되어 있다.왜냐하면 ‘흑인’이라

는 인종을 ‘노 ’로 쓰는 미국의 노 제도 하에서,한방울법칙은 혼 인―

부분 여자 노 에게서 태어난―을 ‘흑인’으로,즉 ‘노 ’로 묶어놓는 법이

었기 때문이다.뮬래토에 한 기의식이 팽배해져 가던 1850년 남부에

서,한 배심(grandjury)은 “우리는 주인과 노 ,단 두 계 만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노 제도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 어떤 간 계 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Weshouldhavebuttwoclasses[...]theMaster

16)선퀴스트와 같은 맥락에서,길만 역시  바보 슨 의 아기 바꿔치기 모티 에

해,마치 ‘둥이’와도 같은 백인 노 주의 아들과 흑인 노 의 아들이 요람에

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노 제 시 뿐만 아니라,1890년 의 불안감

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흑백 인종 간의 환 가능성을 실연해 보이는 것이라 말

한다(85).선퀴스트와 길만의 지 처럼, 바보 슨 은 미국의 역사 실―이

소설의 시 배경이 되는 노 제 사회의 미국과 이 소설이 집필된 시기의 미

국의 실―을 반 하는 동시에,이에 한 비평을 제공한다.이 소설이  센

리 매거진 (CenturyMagazine)에 연재되던 19세기 반,린치가 속하게 확

산되었을 뿐 아니라,‘분리’된 사회에서의 ‘검둥이의 치’를 규정하는 짐 크로우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이 소설이 출간된 후 불과 2년 후인 1896년에는

시 퍼거슨 결이 있었다.조지 W. 이블(GeorgeW.Cable)이 지 하듯,

다수의 남부 백인들에게 평등이나 민권이란 곧 두 인종 간의 “사회 혼

합”(socialintermingling)을 의미했기에,그들은 민권 문제를 억압했다(85). 바

보 슨 이 극소량의 피에 따라 인종을 분류하는 데 해 비 을 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인종 문제―노 제 시 와 노 해방 이후의 시기를 아우

르는―를 조명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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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theslave,andnointermediateclasscanbeotherthanimmensely

mischievoustoourpeculiarinstitution.)고 말한 바 있다(Williamson66).

이는 흑인도 백인도 아닌,노 도 자유민도 아닌 간 계 인 뮬래토가 노

제를 지탱하는 계 논리를 반하는 존재이기에 억압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바보 슨 은 아기 바꿔치기라는 극 인 모티

를 심 소재로 삼아 인종과 계 이 얽힌 한 편의 극을 보여 다.이는 트

웨인의 소설이 흑인분장 악극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서

더욱 뚜렷해진다.트웨인은  자서  (TheAutobiographyofMarkTwain)

에서 흑인분장 악극에 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내 경험으로는 진짜 검둥이 쇼―화려했던 진짜 검둥이 쇼―에

견 만한 것이 없었으며,지 도 없다.그랜드 오페라가 있기

는 하다.[...]오페라가 내게 미치는 향력은 늘 강력하지만,

그것은 1장으로 충분했다.[...]그러나 내가 만약 완 새 것

같이 순수하고 완벽한 과거의 흑인분장 악극을 다시 볼 수

있다면,더 이상 오페라를 보진 않을 것이다.손풍 과 흑인분

장 악극은 고상하고 민한 혼을 가진 이들에게 곧 기 이자

정 이었고,다른 형태의 음악은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흑인분장 악극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 다.

내가 보았던 첫 번째 흑인분장 악극이 기억난다.1840년

반이었을 것이다.흑인분장 악극은 처음 하는 새로운 명물

로서 우리 마을 한니발에 그야말로 엄청난 즐거움과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Isuppose,therealniggershow―thegenuineniggershow,

theextravagantniggershow―theshow whichtomehad

no peer and whose peer has not yet arrived,in my

experience.Wehavethegrandopera[...]buttheeffect

onmehasalwaysbeensopowerfulthatoneactwasquite

sufficient[...]ButifIcouldhavetheniggershow back

againinitspristinepurityandperfectionIshouldhav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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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furtheruse ofopera.Itseems to me thatto the

elevatedmindandthesensitivespiritthehandorganand

theniggershow areastandardandasummittowhose

rarefied altitudetheotherformsofmusicalartmay not

hopetoreach.

Irememberthefirstnegromusicalshow Ieversaw.It

musthave been in the early forties.In ourvillage of

Hannibalwehadnotheardofitbeforeanditburstupon

usasagladandstunningsurprise.(76-77)

알 산더 섹스턴(AlexanderSaxton)은 ｢흑인분장 악극과 잭슨의 이데

올로기｣("BlackfaceMinstrelsy andJacksonian Ideology")에서,흑인분장

악극에서 노 제도란 필수불가결한 주제 고,그 정치 입장은 물론 노

제도의 옹호 다고 말하며,미국 사회에 한 신랄한 비평가로 이름난 트

웨인조차 흑인분장 악극을 무비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 한다

(139). 한 버나드 W.벨(BernardW.Bell)은 흑인분장 악극에 한 트웨

인의 애정을 그가 백인 우월주의 미국인으로서 사회화되었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들고 있다(128).반면 에릭 랏(EricLott)은 흑인분장 악극에 한

트웨인의 애정은 인종주의 스테 오타입에 한 탐닉과는 거리가 멀고,

그와는 반 로 흑인 문화에 한 진실한 매료와 찬사라고 평한다(30-31).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트웨인의 흑인분장 악극 수용을 두고 그를

옹호 는 비 하는 이러한 논쟁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흑인분장

악극이 트웨인의 소설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비평은 주로 흑인분장 악극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Adventures

ofHuckleberryFinn)의 흑인 노 짐(Jim)과의 련성에 해서 논의되어

왔다.17)그러나 흑인분장 악극이  바보 슨 에 수용되었다고 생각되는

17) 컨 , 드릭 우다드(FredrickWoodard)와 돈어 맥 (DonnaraeMacCann)

은 짐을 흑인분장 악극 통―흑인분장 연기자들은 백인 인형극 연출가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로 보고,트웨인

의 흑인분장 악극 통의 사용은 짐의 인간성에 한 진지한 고민을 약화시킴

으로써,짐을 “흑인분장 악극 검둥이의 습”(theconventionoftheminstrel

darky)안에 원히 고착시켜 놓았다고 비 한다(142). 한 리오 막스(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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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의 경우에서처럼 흑인분장 악극의 캐릭터가 짐과

응 계를 이룬다는 피상 측면이 아니라,흑인분장 악극에 제되어

있는 몇몇 가정들과 련이 깊다.흑인분장 악극의 기 에 제되어 있는

몇몇 가정들은,흑인분장 악극이 첫째로 범하고 때로 진 성격의 논

평만이 아니라 인종 풍자를 하고 있다는 것과,둘째로 계층 신분과

계층 의를 표 하고 있다는 것이다(Saxton115).흑인분장 악극의 인

종 풍자는 물론 섹스턴의 지 처럼 체로 노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었지만,그 의도와 계없이 흑인분장 악극은 인종이라는 것이 단지 분장

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다.트웨인은  자서  에서,“민스

트럴[흑인으로 분장한 백인 연 인]들은 칠흑같이 새까만 손과 얼굴로 무

에 등장했고,그들의 의상은 당시 규모 농장의 노 가 입던 요란하고

과장된 통속 희가극의 의상이었다.”(The minstrels appeared with

coal-black hands and faces and their clothing was a loud and

extravagantburlesqueoftheclothingwornbytheplantationslaveof

thetime.)고 말한다(77).트웨인의 회고에서처럼 흑인분장 악극 단원들은

손과 얼굴에 새까만 먹칠을 하고 노 가 입던 의상을 걸치고 무 에 등장

했는데,인종과 계 이라는 것이 단지 먹칠과 의상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는 흑인분장 악극의 시사 은  바보 슨 의 모티 로 구 된다.

몸에 걸치는 의상이 일종의 계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그 결과 계

Marx)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의 결말부의 짐의 모습을 두고,“고분고분한 무

검둥이”(thesubmissivestage-Negro)의 정형이라고 말한다(119).반면,모리

슨은 짐이 흑인분장 악극 통의 과장된 인물,즉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흑인 인물들의 총체 정형(stereotype)으로 그려진 부분을 부정

할 수 없으나,짐의 상은 “옷 속의 본질을 숨길 수 없는 잘못 만들어진

옷”(anill-madeclownsuitthatcannothidethemanwithin)과도 같다고 지

함으로써 그의 본질 인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1999,388).모리슨과 같은 맥락

에서,짐의 인물 형상화에 해 인종차별 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거세어지던

1950년 말에 랠 엘리슨(RalphEllison)은,“트웨인은 짐을 흑인분장 악극

통의 틀에 맞추어 넣었다.그래서 우리가 짐의 품 와 인간 인 가능성이―트웨

인의 복합성까지―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 은 바로 이 정형화된 가면 뒤

에서부터이다.”(TwainfittedJim intotheoutlineoftheminstreltradition,and

itwasfrom behindthisstereotypedmaskthatweseeJim’sdignityand

humancapacity―andTwain’scomplexity―emerge.)라고 말한 바 있다(20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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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의상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바보 슨 이 부

터 트웨인의 심사 다. 컨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 (ThePrinceand

thePauper,1882)에서 왕자인 에드워드 튜더(EdwardTudor)와 거지 소년

탐 캔티(Tom Canty)의 신분 치를 뒤바꾸어 사회에서 신분이나 계

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이며,그 기 은 무엇인지에 해 의문

을 제기한 바 있는데,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출발 이 바로 왕자와 거지

가 서로 옷을 맞바꿔 입는 장면이다.에드워드와 탐이 서로 옷을 맞바꿔 입

고 거울 앞에 섰을 때,둘 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이 나간 채로 바라보게

되는데,마침내 왕자가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을 말로 표 한다.

잠시 후 어린 국 황태자는 탐의 덜 는 자질구 한 옷을 걸

쳤고,어린 왕 탐은 왕자의 호화로운 깃털 옷으로 치장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다.하!정말 신기한 일

이 벌어졌다.도무지 옷을 바꿔 입은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

었다.그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거울을 바라보고,다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 는 나와 같은 머리카락, 같은 , 같은 목소

리와 몸짓, 같은 체구와 키, 같은 얼굴선과 표정을 지녔구

나.둘 다 발가벗고 있으면, 가 고 가 국 황태자인지 구

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A few minuteslater,thelittlePrinceofWaleswasgarlanded

withTom’sflutteringoddsandends,andthelittlePrinceof

Pauperdom wastrickedoutinthegaudyplumageofroyalty.

Thetwowentandstoodsidebysidebeforeagreatmirror,

and lo,amiracle:theredid notseem to havebeen any

changemade!Theystaredateachother,thenattheglass,

thenateachotheragain.[...]

“[...]Thouhastthesamehair,thesameeyes,thesame

voiceandmanner,thesameform andstature,thesameface

andcountenance,thatIbear.Faredweforthnaked,thereis

nonecould say which wasyou and which thePrin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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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es.”(Twain1997,18)

이 장면은 옷이 ‘왕자’를 만들고,역시 옷이 ‘거지’를 만든다는 트웨인의 생각

을 상징 으로 드러낸 장면이다.｢차르의 독백｣("TheCzar’sSoliloquy")에서

트웨인은 러시아의 통치자가 거울 앞에 선 장면을 이 게 상상했다.

발가벗는다면,나는 무엇인가?[...]이자가 일억 사천만 러시

아인들이 흙바닥에 입을 맞추며 숭배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인

가? 아니다![...]그 다면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구이

며,무엇이란 말인가?[...]그것은 나의 옷이다.나의 옷이 없

다면,나는 그 다른 발가벗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궁핍한

권 를 지닐 뿐이다.아무도 나를 교구 주임 사제나 이발사,뜨

내기 따 와 구별해낼 수 없을 것이다.그 다면 가 진정한

러시아의 황제인가?그것은 나의 옷이다.그 외에 다른 건 없다.

옷이 없으면 권력도 없다.[...]국가의 최고 자가 맨살을

드러내면,그 어떤 국가도 통치될 수 없다.벌거벗은 리는 권

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그 평범하고 하찮은 사람이나 다

를 바 없는,흔히 볼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질 뿐이다.

Naked,whatam I?[...]Isitthisthatahundredandforty

million Russians kiss the dust before and worship?

Manifestlynot![...]Thenwhoisit,whatisit,thatthey

worship?[...][I]tismy clothes.Withoutmy clothesI

should be as destitute ofauthority as any other naked

person.Nobody could tellmefrom aparson,abarber,a

dude.ThenwhoistherealEmperorofRussia?Myclothes.

Thereisnoother.

Thereisnopowerwithoutclothes.[...]Stripitschiefs

totheskin,andnostatecouldbegoverned;nakedofficials

could exerciseno authority;they would look and belike

everybodyelse―commonplace,inconsequential.(642-43)

이처럼  왕자와 거지 ,｢차르의 독백｣등을 통해 트웨인은 계 구조가 의



-48-

상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문학 으로 재 해왔으며,이것은 이

후  바보 슨 에도 소설의 주요 모티 로서 반 된다.

노 제 시 의 패싱 서사에서 옷은 혼 노 의 인종 성별뿐만 아니

라 계 을 장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심지어는 같은 옷이

라 할지라도 그 해진 정도에 따라 옷이 띠는 계 성격은 매우 달라지는

데,리디아 M.차일드(LydiaM.Child)의 희곡 ｢성조기｣("TheStarsand

Stripes")의 한 장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성조기｣의 3장에서 리엄

(William)은 엘 (Ellen)에게 자신의 도주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리엄은 엘

―지문에서 엘 은 “백인 여자로 패싱을 할 수 있는”(whomightpassfor

awhitewoman)사람으로 묘사된다―에게 “ 은 노 주의 옷”(youngmassa’s

clothes)을 입고 “백인 남자”(whitelad)로 패싱을 할 것을 제안한다.그러나

5장의 도주 과정에서 리엄은 엘 이 입었던 은 노 주의 옷이 해어지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 까지 우린 정말 잘 해왔소.당신의 그 하얀 얼굴 덕분에

당신은 노 주로 패싱을 할 수 있었소.[...]당신의 옷이 해어

지고 먼지투성이가 된 지 ,당신은 부유한 노 주의 아들로는

패싱을 할 수 없게 되었소.그러나 가난한 백인으로 비춰질 순

있겠지.[...]”

“Sofar,wehavegotalongverywell,thankstoyourwhite

face,and passing yourselfforaslaveholder.[...]Your

clothesaresowarnanddusty,thatyoucanhardlypassfor

thesonofrichslaveholder;butyoumaybetakenforapoor

white[...]”(Child,SceneⅤ)

요컨 ,옷은 혼 노 가 패싱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종,성,계 정

체성을 장하기 한 필수 인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동일한 옷일지라도

그 해어진 정도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계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차일

드가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 극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이러한 상황 자

체가 매우 극 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반 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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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인종 계 의 계에 하여,트웨인의  바보 슨 역시 이러한

패싱 서사의 통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된다.19)다시 말해, 바보 슨 

은 옷이 지닌 계 성격에 한 집착과도 같은 트웨인의 오랜 심과 패

싱 서사의 통이 만나는 지 이라 할 수 있다. 바보 슨 에서 록시는 자

신과 아들이 지옥보다 더한 강 하류 농장으로 팔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차라리 아들과 함께 강물로 뛰어들어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 인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의 에

여태까지 입어보지 않았던 주일용 드 스가 에 띈다.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라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물에서 건져 올려지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한 그녀는,거울 앞에 서서 주일용 드 스로 옷을 갈아입는다.이 장면

에서 주목할 것은,록시가 이 듯 화려하게 성장(盛裝)을 하고 나서야 “마치

백인의 것 같은”(likewhitefolks,13)그녀의 윤이 나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풀어헤친다는 것이다.이는 소설의 반부에서 록시가 처음 등장하여 그녀

의 인종 정체성이 ‘흑인’으로 확인될 때,그녀가 백인의 것 같은 풍성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노동에 필요한 복장인 체크무늬 머릿수건 아래 꼭 숨

기고 있는 장면과 극명한 조를 이룬다.요컨 ,록시는 화려하게 성장을

할 때는 ‘백인성’을 드러내며,반 로 노동 계 의 옷을 입을 때는 흑인임이

확인되는데,이는 옷과 인종 계 이 맺고 있는 상 계를 드러낸다.

이어 이 소설의 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록시의 아들 샹 르(Chambre)

18)차일드의 희곡 ｢성조기｣는 리엄 크래 트(William Craft)와 엘 크래 트

(EllenCraft)의 도망 노 수기인  자유를 향한 천 마일의 도주 (Running a

ThousandMilesforFreedom)를 각색한 것이다.

19) 바보 슨 에서 “탐”은 도둑질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성

을 장한다.뿐만 아니라 록시 한 잔인한 노 주로부터 달아나기 해 남자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성을 장하는데,이처럼  바보 슨 은 복장 도착(cross-dressing)

이라는 기존 패싱 서사의 소재를 차용한다.특히 록시는 복장 도착과 더불어 자

신의 하얀 낯빛을 검게 장하는데,사회 ·법 조건을 규정짓는 피부색을 검게

장하는 것은 마조리 B.가버(MarjorieB.Garber)의 지 로 마치 흑인분장

악극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289).가버의 말에 첨언하자면,‘흰 피부의 흑인’인

록시가 자신의 피부를 검게 칠해 ‘흑인’으로 장하는 것은 당 인종 분류의 허

구성에 허구로 응하는 록시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당 의 부조리한 상황을

효과 으로 드러낸다.이러한 맥락에서,가버는  바보 슨 이 복장 도착을 통해

인종과 젠더를 아우르는 “카테고리의 기”(categorycrisis)를 재 한다고 주장한

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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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백인 노 주의 아들 탐(Tom)의 자리바꿈이 일어난다.20)탐과 샹 르는

애 부터 옷으로만 구분될 수 있었다.탐은 주름장식을 갖춘 부드러운 모슬

린 천의 옷을 입었고 산호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반면,샹 르는 걸치고 있

는 보석이 없을뿐더러 거친 삼베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그 옷은 무릎에도

채 닿지 않았다.고작 1/32의 흑인 피를 지녔지만 ‘법과 습의 허구’에 따라

흑인으로 분류된 샹 르는 백인과도 같은 흰 피부를 지녔기에,이처럼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계 성을 띤 옷을 통해서뿐이다.록시가 주일 드

스로 화려하게 성장을 한 후 자신의 아들 샹 르를 탐과 바꿔치기 하게

된 계기도,바로 샹 르가 입고 있던 ‘노 ’의 옷 때문이었다.짧은 삼베 셔

츠를 입은 샹 르의 “거지같은 남루한”(paupershabbiness)모습과 자신의

화려한 모습 간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한 록시는,즉흥 으로 자신의 아들

샹 르에게 백인 노 주 아들 탐의 옷을 바꾸어 입힌다(13).

말을 마칠 때쯤 그녀[록시]는 [샹 르의]셔츠를 벗겼다.이제

토머스 아 베켓의 밝은 청색의 나비 모양 리본과 앙증맞은 주름

장식이 달린 같이 희고 긴 아기 가운 하나를 벌거벗은 작

은 생명체[샹 르]에게 입혔다.

20)백인 노 주의 아들인 탐의 이름은 토머스 아 베켓 드리스콜이며,흑인 노 록

시의 아들 샹 르의 생략하지 않은 이름은 발 드 샹 르(ValetdeChambre)이

다.토머스 아 베켓은 캔터베리 주교를 지냈던 인물로서,순교자이자 성인(saint)

으로 시성된 인물인데 반해,발 드 샹 르는 랑스어로 시 꾼을 의미한다.그

들이 태어나자마자 백인 노 주의 아들은 성인의 이름을,흑인 노 의 아들은 시

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태어나자마자 획득하게 되는 그들의 계

숙명을 상징한다.특히 발 드 샹 르란 이름은 록시가 그러한 단어를 어

딘가에서 듣고 그 발음이 멋지게 들려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 이름인데,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 꾼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다는 에서 이는 매우 아

이러니하다.국내의 연구는 ValetdeChambre를 발렛 드 체임버스라는 어식

표기로 쓰고 있지만,2장에서 록시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 유래를 살

펴본다면,이는 발 드 샹 르라는 랑스어식 표기로 쓰는 것이 옳다.우선 발

드 샹 르라는 단어가 시 꾼이라는 뜻을 지닌 랑스어 단어이기 때문에서

도 그 지만,록시는 발 드 샹 르라는 단어를 어딘가에서 듣고 그 ‘발음’이 멋

지게 들려서, 한 그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간주하고,자신의 아들에게 멋진 이름

을 선사하고자 발 드 샹 르란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주기 때문이다.즉,

록시가 발 드 샹 르란 단어를 듣고 그 멋진 ‘발음’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아들

에게 이름 붙여 것이기에 샹 르라 표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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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다른 아기[탐]에게 다가가 그를 흘끗 보았다.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기에게 시선을 던졌다가는,다시 이 집안의 상속

인에게 길을 주었다.이제 그녀의 에 이상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잠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그녀는 무아지경에 빠진

듯 보 다.그리고 그녀는 이내 무아지경으로부터 빠져나와

얼거렸다.“내가 어제 욕조에서 아기들을 목욕시키고 있을 때,

아기[탐]의 아빠가 가 그의 아들인지를 내게 물었었지.”

[...]그녀는 토머스 아 베켓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벗

기고 신 그에게 삼베 셔츠를 입혔다.그녀는 그의 산호 목걸

이를 자신의 아기 목에 걸어주었다.그리고 난 다음 그녀는 두

아기를 나란히 눕 놓고 유심히 살펴본 후 얼거렸다.

“옷이 이 게 만들 가 상상이나 했겠어?제기랄!아기

의 아빠는 고사하고 이 아기들이 가 군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어.”

Bythistimeshehadstrippedofftheshirt.Now sheclothed

thenakedlittlecreatureinoneofTomasàBecket’ssnowy

long baby-gowns,with its brightblue bows and dainty

flummeryofruffles.

Shestepped overand glanced attheotherinfant;she

flungaglancebackatherown;thenonemoreattheheirof

thehouse.Now astrangelightdawnedinhereyes,andina

momentshewaslostinthought.Sheseemedinatrance;

when she came out of it she muttered,“When I ‘uz

a-washin’‘em indetub,yistiddy,hisownpappyaskedme

whichof’em washis’n.”

[...]SheundressedTomasàBecket,strippinghim of

everything,andputthetow-linenshirtonhim.Sheputhis

coralnecklaceonherownchild’sneck.Thensheplacedthe

children side by side,and after earnest inspection she

muttered―

“Now whowouldb’lieveclo’escoulddodelikeo’dat?

Dogmycatsifitain’tallIkindototellt’otherfum which,

letalonehispapp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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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과 샹 르가 신분을 맞바꾸는 이 장면은  왕자와 거지 를 연상 하는

데,에반 카튼(EvanCarton)은 이를 “ 왕자와 거지 의 흑인분장 악극 버 ”(a

minstrelversionofMarkTwain’sThePrinceandthePauper)이라 표

한 바 있다(86).카튼이 이를 인종 ·계 이데올로기를 함의하고 있는

흑인분장 악극에 비유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백인 자인 탐과 혼

사생아인 샹 르의 뒤바뀜은 단순히 흑백 두 인종 간의 치가 뒤바

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두 아기의 바꿔치기는 백/흑이라는 인종과 함께

노 주/노 라는 계 을 바꿔놓는 행 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즉,두

아기가 뒤바 는 순간은 인종과 계 이 뒤얽히는 순간이다.탐은 한 순간

흑인이자 가난한 노 가 되고,샹 르는 백인이자 부유한 노 주가 된다.

록시는 백인 노 주의 아들 탐으로부터 ‘백인성’이 지닌 특권,노 주의 특

권을 ‘벗겨,’자신의 아들 샹 르에게 그것을 ‘입힌’셈이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슨스 랜딩(Dawson’sLanding)

은 인간을 구별하는 데 으로 옷이라는 표피 인 수단에 의존하는 사회

인데,록시는 이러한 사회의 메커니즘을 우연히 인지한 셈이고,단순히 옷을

입히고 벗기는 일을 통해 인종과 계 의 특권을 입히고 벗길 수 있는 이 사

건은 이 사회를 비 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다.즉,흑인 여자 노 에

한 성 착취를 통해 인종이 섞이면서 인종 분류의 생물학 기 이 되는

피부색이 그 기 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옷의 코드가 피부색 신에

인종 계 을 구분하는 지표로 체되는데,이처럼 쉽게 옷을 입히고 벗

겨 두 아기의 치를 자리바꿈하는 사건은 인종 계 의 카테고리의 허구

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복시키는 요한 기제로 사용된다.요컨 ,인종과

계 을 구분하는 기 이 옷을 입히고 벗기는 것처럼 얼마나 피상 인 것인

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피부색과 같은 표피 인 요소가 인간의 본질을

단하는 기 이 되던 당 미국 사회를 비 하는 것이며,록시의 아기 바

꿔치기는 이러한 기 이 지닌 허구를 역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록시의

아기 바꿔치기는 한 명을 자유롭게 만들기 해 다른 한 명을 노 로 묶어

두는 노 제도라는 사회 인 허구를 모방한 하나의 허구를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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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있는데,정정미에 따르면 록시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가 실재

를 체하는 양상은 이것을 만들도록 강요한 체 사회의 허구를 요약해서

보여주려는 작가의 비 정신에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208).

록시는 탐과 샹 르를 바꿔치기 한 후,‘연습’을 통해 그들의 치를 고

착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나,요람으로 가서 “연습”

을 하며 남은 밤 시간을 보냈다.그녀는 애정을 담아 자신의

아기를 쓰다듬으며 겸손하게 말했다.“조용히 워 계세요.탐

도련님.”그 다음 진짜 탐을 토닥거리며 엄하게 말했다.“조용

히 워있어.샹 르!뭘 원해?”

She gotup light-hearted and happy,and wentto the

cradlesandspentwhatwasleftofthenight"practicing."

Shewouldgiveherownchildalightpatandsay,humbly,

"Laystill,MarseTom,"thengivetherealTom atapat

andsaywithseverity,"Laystill,Chambers!―doesyouwant

metotakesump'ntoyou?"(15-16,필자 강조)

신생아 때부터 두 아기는 인종과 계 에 따라 철 하게 그 운명이 결정되

며,“연습”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그들의 인종 ·계 운명이 사회 훈육

을 통해 더욱 강하게 굳어질 것임을 암시한다.“탐”21)은 커 나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백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

한다.“모조 노 ”(imitation-slave)와 “모조 주인”(imitation-master)간의

작은 “ 조의 균열”(counterfeitrift)이 넓어져 심연이 되었고,마침내

“진짜”(averyrealone)가 되었다(19).

한 “탐”은 자신의 어머니인 록시의 주인이 된다.“그녀[록시]가 창출

해낸 허구에 의해 그[“탐”]가 그녀의 주인이 된”([B]ythefictioncreated

byherself,hewasbecomehermaster.)것이다(19).록시의 아기 바꿔치

21)이하 가짜 탐이 된 샹 르는 “탐”으로,가짜 샹 르가 된 탐은 “샹 르”로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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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성공이 처음에는 인종 경계선의 유동성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처럼 보

이지만,록시가 어느덧 자신의 복 행 를 망각하고 “탐”을 자신의 ‘백

인 노 주’로 수용하는 순간,인종 경계선은 더욱 음험하게 재설정된다

(Wonham 131).록시는 “숭고한 모성의 치로부터 노 라는 변하지 않는

침울한 심연으로 가라앉는데”(sinkfrom thesublimeheightofmotherhood

tothesombredeepsofunmodifiedslavery.21),록시와 “탐”사이에는

흑인 하녀와 백인 노 주라는 인종 ·계 장벽이 생긴다.록시가 행했

던 연습은 곧 “습 ”(habit)으로 굳어지며,그것은 “자동 ”(automatic)이고

“무의식 ”(unconscious)이 되어가는데(19),이와 같은 어휘들―연습,습 ,

자동 ,무의식 ―은 노 제 시 의 인종과 계 이라는 것이 ‘연습’과 ‘습

’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자,이 소설이 집필되던 노 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에게 행해졌던 ‘자동 ’이고 ‘무의식 ’인 습과도 같은 인

종차별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습을 상징하는 어휘들은 인종차별과 련하여 실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이는 폐쇄된 사회,체제 순응 사회인 도슨스 랜딩에서

습에 젖지 않은 외부인인 데이비드 슨(DavidWilson)만이 록시에게

“록시,두 아기가 옷을 걸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들을 구별해

요?”(How doyoutellthem apart,Roxy,whentheyhaven’tanyclothes

on?9)라는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에서도 드러난다.옷을 제

외하면 피부색을 비롯해 그 어떤 것도 두 아기를 구별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습에 젖은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이를 바

라볼 수 있는 슨에게만 가능한 것이며,록시가 슨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그러나 외부인인 슨조차도

록시의 아기 바꿔치기가 함의하는 것―피부색으로 인종을 분간해낼 수 없

는 두 아기 왜 한 명은 백인이자 주인이며,왜 다른 한 명은 흑인이자

노 여야 하는지―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탐”은 이후 록시를 통해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고,고뇌하기 시작한다.“탐”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 때

록시의 아기 바꿔치기를 통해 (비자발 )패싱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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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그의 패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검둥이!내가 검둥이라니!오,차라리 죽고 싶어!”[...]

“왜 검둥이와 백인이 만들어졌을까?하느님이 창조한 것도 아

닌 첫 번째 검둥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그에게 탄생의 주

가 내렸을까?그리고 백인과 흑인 간의 이 끔 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검둥이의 숙명이 얼마나 가혹해 보이는지.[.

..]”22)

"A nigger!―Iam anigger!―oh,IwishIwasdead!"[...]

"Whywereniggersandwhitesmade?Whatcrimedidthe

uncreatedfirstniggercommitthatthecurseofbirthwas

decreedforhim?Andwhy isthisawfuldifferencemade

betweenwhiteandblack?[...]How hardthenigger'sfate

seems[...]"(44)

록시로부터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해 듣게 된 “탐”은 이와 같이 규하

는데,이는 여타의 패싱 사례와는 조되는 장면이다.다시 말해,흑인으로

서 자신의 인종 정체성이 짊어지게 될 운명을 깨닫고 자신의 인종을 환

하는 여타의 패싱 사례와는 달리,“탐”의 패싱은 먼 비자발 으로 인종의

환이 이 지고 난 후,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에서 독

특하다.이 지 에서 흑인의 처지에 한 “탐”의 각성이 시작되며,동시에

의식 차원에서 백인 세계로의 입문이 시작된다.스탠리 로드 (Stanley

Brodwin)은, 바보 슨 에서의 비극이란 “흑인으로 태어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흑인으로 태어나 백인의 세계로 들어서는 데 있다.”(notinbeing

bornblack,butinbeingbornblackintoawhiteworld.)고 말한 바 있는

22)창세기 노아(Noah)이야기에서 아버지 노아의 알몸을 보고도 이를 덮어주지 않

은 아들 함(Ham)이 주를 받아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진다.이와 련하

여, 드릭 더 라스(FrederickDouglass)는 자서  드릭 더 라스의 삶의

이야기 (NarrativeoftheLifeofFrederickDouglass)에서,성서에 기록된 흑인

의 조상인 함을 하느님이 주하 기에 미국의 노 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노 옹호론자들의 근본주의 해석을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비 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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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338),이는 이 소설의 패싱의 특징을 효과 으로 설명해 다고 볼 수 있

다.다시 말해 록시의 ‘리 패싱’은 이 시 에서 “탐”의 문제로 확장되는데,

이는 “탐”이 ‘패싱’이 아닌 상태에서 ‘패싱’으로 이 하는 것이자,패싱 주체

가 록시에서 “탐”으로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탐”의 패싱은 흑인 노 로

태어나게 된 것도,백인 노 주로 살아가게 된 것도,자신의 의지와는 상

없이 선택권이 박탈된 채 주어진 것이라는 에서,노 제라는 강력한 테두

리 속에 갇힌 혼 인의 숙명을 내포하고 있다.

3)록시의 신분 담론

당 미국 남부 사회는 사실상 귀족 사회나 다름없었으며,유럽 귀

족을 낭만화 하는 사회 다.앞서 살펴본 한방울법칙은 조상 통을 기

으로 자유민/노 의 신분이 정해지는 법칙인데,조상 통이 귀족 사

회를 지배하는 기본 개념임을 고려할 때,한방울법칙의 향력 아래 놓인

노 제 사회인 미국은 (인종차별 사회라는 에서는 물론이요)사실상 귀

족 사회라는 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거스른다.23) 바보 슨 의

첫 장에서의 인물 소개는 이러한 남부의 상황을 잘 반 하는데,소개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장황한 국 가문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컨 ,첫 장

에서 소개되는 요크 스터 드리스콜(YorkLeicesterDriscoll),펨 록 하

워드(PembrokeHoward),세실 벌 이 에섹스 령(ColonelCecilBurleigh

Essex)등의 이름은 모두 장황한 국 가문의 이름으로서,이름 뒤엔 버지

니아 조상에 한 지를 지녔다든가,제일가는 가문의 명백한 후손이라든

가,버지니아 귀족이라든가 하는 표 들이 언제나 뒤따른다.그러나 이러한

23)노 제 사회에서 계 과 신분은 확연하게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 주/노 라는 계 구조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계 개념과는 달리,피와

통을 근거로 사람들을 나 는 신분 개념 역시 혼재해 있었기 때문이다.즉,신

문수의 지 처럼,귀족의 신분과 특권이 세습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사고 속에 인

종주의 메커니즘이 깃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71). 통을 근거로 한 신분

은 당 미국의 인종 담론 역시 통을 근거로 한다는 에서 인종 담론과 상징

으로 맞닿아있다.실제로  바보 슨 의 배경인 도슨스 랜딩에서 노 주/노

의 분류와 가문의 세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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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한 인물 소개에는 오히려 이에 한 트웨인의 조롱과 비 의식이 고

스란히 담겨있는데,장황한 귀족식 이름을 지닌 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미

비한 반면,외부인인 슨―“바보”(pudd’nhead)라 불리는―만이 도슨스 랜

딩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도 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 한다.

그러나 슨의 비 있는 존재와 후반부의 주도 역할은 실 된 듯 보

이는 ‘정의’의 회복이 표면 인 질서의 회복에 그칠 뿐이며,실제로는 노

제 사회의 억압 인 기존 질서에 한 묵인이며,그것으로의 회귀에 불과하

다는 한계를 지닌다.지문을 채취하는 행 로 상징되는 슨의 과학 지식

역시 노 제 사회의 허구를 드러내는 것과는 무 하게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되는데,이러한 이유에서 록시는 “그가 가진 고약한 유리 들

때문에 걱정이 돼.분명히 그는 마녀 같은 작자야.”([H]eworriesmewid

dem orneryglasseso’hisn;Ib’lievehe’sawitch.16)라고 말하며 그를

경계하는 것이다. 슨이 도슨스 랜딩에 도착한 소설의 반부에서 사회체

계에 한 의문을 제기하며 통찰력을 보일 때는 주민들로부터 “바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반면,소설의 결말부에 이르러 노 제 기존 사회체계

를 공고히 할 때는 “바보”라는 별명을 뗄 수 있게 되는데,이러한 아이러니

는 개인이 기존 사회체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

으로서,이는 트웨인의 미국 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 다.즉

허구 질서로 구성된 질서체계의 기만 인 지 을 읽어내는 통찰력은 멍청

한 것으로 치부되는 반면,그 질서체계의 내부로 포섭되어 허구 질서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강화할 때는 오히려 통찰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이

는 한 시 의 구획된 질서라는 것이 (그것의 진 여부와 상 없이)얼마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증으로서,

인종이라는 체계가 미국 사회에서 변모하기 해서는 얼마나 많은 외부인의

시선을 지닌 “바보” 슨들이 등장해야 하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 다.

한 트웨인은 체계를 지속 으로 의문시하는 외부인 “바보”로 남아 기만 인

질서에 항하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 으로써 회의 인 망으로 결말

을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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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소 기사도 남부(theCavalierSouth)신화라 불

리는 귀족주의 이상이 팽배해 있었는데,이는 북부와는 달리,남부는 귀족

통에 의해 세워졌다는 념에 기 한 것이었다.그러나 역사 으로 기

사도 남부 신화의 실상을 분석하고,이를 방종한 환상에서 비롯한 거짓 이

상이라고 비 한 로드 W.호턴(RodW.Horton)과 허버트 W.에드워즈

(HerbertW.Edwards)의 술에 의하면,남부인들이 주장하는 귀족성이란

사실 “신 하게 조작된 통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고안된 가문의 문장들에

한 남부인들의 열정 속에서”(in thesubsequentSouthern passion for

discreetly manipulated genealogy and imaginatively contrived family

crests)생겨난 허상이었다(378-79).귀족주의가 지닌 권 의 허상을 통찰하

고 있었던 트웨인은  자서  에서 미주리 주 한니발에서 느 던 귀족주의의

잔재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자유와 평등,독립기념일 등의 정신으로 충만한 약간의 민주주

의가 존재하기는 했지만,그 안에도 귀족주의의 흔 이 잔존한

다는 을 느낄 수 있었다.귀족주의는 그 게 자리하고 있었지

만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귀족주의의 잔재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Itwasalittledemocracywhichwasfullofliberty,equality

andFourthofJuly,andsincerelyso,too;yetyouperceived

thatthearistocratictaintwasthere.Itwasthereandnobody

foundfaultwiththefactoreverstoppedtoreflectthatits

presencewasaninconsistency.(36)

트웨인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당시 남부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이상과

모순되는 시 착오 인 귀족주의의 잔재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는 어떠한 비 이나 반발과도 맞닥뜨리지 않고 굳건히 존속해가고 있었다.24)

 바보 슨 에서 흥미로운 것은,이러한 신분 담론에 매몰되어 있는 모

24)이상 미국 남부의 기사도 남부 신화에 해서는 노동욱 47-48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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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단지 요크 스터 드리스콜,펨 록 하워드,세실 벌 이 에섹스 령

으로 표되는 남부 백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흑인 노 인 록시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이다.록시는 자신의 아들 “탐”에게 다음과 같이 그의 통

자 심을 고취시킨다.

“[...]네 아버지에 해 부끄러워 마라.온 동네를 통

틀어 가장 고매한 인품이셨지.일 가문인 옛 버지니아 가문

의 후손이셨다.한창때의 드리스콜이나 하워즈만큼 좋은 가문

이었지.”[...]그녀는 치솟는 자기만족에 고무된 채,떠나버린

왕년의 품 를 되찾았고,주 환경이 조 만 더 받쳐줬더라면

그녀의 태도에는 여왕과 같은 엄과 자태가 서렸으리라.

“이 마을에서 만큼 고귀하게 태어난 검둥이는 없다.이제

가거라!머리를 있는 로 높이 쳐들어라.네겐 그만한 권리가

있다.내가 맹세할 수 있어.”

"[...]You ain'tgotno'casion tobeshame'o'yo'

father,Ikin tellyou.Hewasdehighestquality in dis

wholetown―OleVirginny stock,FustFamblies,hewas.

Jes'asgoodstockasdeDriscollsendeHowards,debes'

day dey everseed."[...]Undertheinspiration ofher

soaringcomplacencythedepartedgracesofherearlierdays

returnedtoher,andherbearingtooktoitselfadignityand

state that might have passed for queenly if her

surroundingshadbeenalittlemoreinkeepingwithit.

"Dey ain't another nigger in dis town dat's as

high-bawnasyouis.Now,den,go'long!Enjes'youhold

yo'headupashighasyouwantto―youhasderight,en

datIkinswah."(43)

아서 G.페 (ArthurG.Pettit)에 따르면,이는 흔히 남부 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날조된 족보”(thesortoftrumped-upfamilygenealogy)

인데(351-52),이는 호턴과 에드워즈의 표 처럼 신 하게 조작된 통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고안된 가문의 문장들에 한 남부인들의 열정 속에서



-60-

생겨난 허상이나 다름없다.

록시가 이와 같이 신분 담론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첫째로,유럽에서 건 온 귀족 가문 출신의 둥이 형제인 루이지

와 안젤로 카펠로(LuigiandAngeloCappello)의 등장에 한 남부인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당 남부 사회는 귀족을 낭만화하는 사회 기 때

문이다.유럽 귀족에 한 록시의 동경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록시가 자

신의 아들에게 발 드 샹 르라는 랑스식 이름을 부여할 때이다.카튼

은 이를 “오만한 허세”(high-soundingpretentiousness)가 담긴 이름이라고

지 하지만(85),이와 련하여 더욱 요한 것은 록시가 발 드 샹 르

라는 단어를 어딘가에서 듣고,단지 그 랑스 식 발음이 멋지게 들려서,

그 뜻도 모른 채 시 꾼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이다.이는 아무런 뜻도 모른 채 막연히 유럽식 권 를 숭배하고 추종

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의 톰 소여(Tom Sawyer)의 모습과 겹쳐지며,

루이지와 안젤로의 이름을 듣고 남부인들이 보이는 반응―“루이지-안젤로.

사랑스런 이름들이죠.아주 멋지고 이국 인 이름이에요.존스와 로빈슨 따

와는 달라요.”(Luigi-Angelo.They'relovelynames;andsograndand

foreign―notlikeJonesandRobinsonandsuch.26)―과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 인 이유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록시의 신분

담론을 당 의 인종 담론에 한 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다.당

의 인종 담론이 “탐”의 1/32의 흑인 피를 구실로 “탐”을 ‘검둥이’로 분류하

는 것에 응하여,록시는 “탐”의 31/32의 피가 백인의 것이라는 주장이

아니라,31/32의 피가 귀족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선다.이는 한방울법칙

의 강력한 힘에 정면으로 응하지 않고,당 의 신분 담론이라는 하나

의 강력한 허구 힘에 기 어 이에 응하고자 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

다.다시 말해,록시의 신분 담론은 한방울법칙을 통해 흑인의 통을 비하

하고 천 하던 당 미국 사회에 항하여,(귀족) 통을 내세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의 통을 옹호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사

실 날조된 족보에 한 록시의 집착은 묘하게도 다른 사회 허구인 한

방울법칙을 떠올리게 하는데,족보에 한 남부의 집착과 한방울법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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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라는 공통된 근거가 놓여있다.남부의 신분 담론과 인종 담론이 겹

쳐지는 지 에서 바로 “고귀하게 태어난 검둥이”―록시가 “탐”을 일컫는

말―라는 모순어법이 탄생하는 것이다.록시의 신분 담론은,극소량의 흑인

피라 할지라도 한방울법칙이 용되어 자신의 아들이 흑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면,남부 백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고귀한 피가 흐르는 자신의 아들

이 귀족으로 취 받지 못할 이유 역시 없다는 복 메시지를 담고 있다.

리 C.미첼(LeeC.Mitchell)에 따르면,도슨스 랜딩의 가장 깊이 뿌리박힌

강박을 구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통인데,이는 모든 사람들을 본질화하

는 카테고리로서,첫째로 ‘버지니아의 일류 가문’(FFV,FirstFamiliesof

Virginia)으로 상징되는 계보 엄이 그것이고,둘째는 인종주의에 기반

을 둔 흑인의 “나쁜”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01).록시의 신분 담론은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흑인의 통 개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계보

엄에 기 어 흑인의 “나쁜”피를 상쇄하고 통 권 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즉 그녀는 당 의 인종 담론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획득할 수 있는 통 권 를 통해 인종 ‘열등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록시의 신분 담론이 이처럼 당 의 인종 담론에 한 항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그러나 그녀가 흑인 통의 열등함을 주장하

는 인종 담론 역시 무의식 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에서 이는 한계 한

내재하고 있다.한방울법칙이라는 당 미국의 인종 담론에 맞서 “탐”의 귀

족 통의 자 심을 고취하며 당당해 하던 그녀는 “탐”의 1/32의 흑인 피,

더 나아가 자신의 흑인 통을 비하하며 자승자박의 모순에 빠진다.록시는

결투를 회피한 자신의 아들을 다음과 같이 호되게 꾸짖는다.

흥!날 역겹게 하는구나!네 안의 검둥이가 그런 거야.바로 그

거야.네 통의 31은 백인이고 단지 1만이 검둥인데,그 가련

하고 작은 1이 의 혼이구나.구제할 가치가 없어.삽으로

떠서 시궁창에 내버릴 가치도 없어. 의 출생을 욕되게 하는

구나.네 아버지가 어 생각하시겠니?네 아버지가 무덤에

서 돌아 우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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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에섹스 통은 어 된 거냐?그걸 이해할 수 없다.

네 안에는 그 에섹스 통만 있는 게 아냐. 로 그 지

않아!내 5 조할아버지이자 네 6 조할아버지는 존 스미스 선

장님으로 옛 버지니아에서 가장 고귀한 통이셨고,그분의 4

조할머니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그분은 인디언 여왕 포

카혼타스셨다.그분의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 리카의 검

둥이 왕이셨어.그런데 여기 있는 결투를 슬그머니 빠져나

와 우리 가문 체를 더럽고 비천한 사냥개처럼 욕되게 했어.

그래.이것이 네 안의 검둥이야!”

Pah!itmakemesick!It'sdeniggerinyou,dat'swhatit

is.Thirty-one parts o'you is white,en on'y one part

nigger,endatpo'littleonepartisyo'soul.'Tain'twuth

savin';'tain'twuthtotin'outonashovelentho'in'inde

gutter.You hasdisgraced yo'birth.Whatwould yo'pa

thinko'you?It'senoughtomakehim turninhisgrave."

"Whateverhas'comeo'yo'Essexblood?Dat'swhatI

can'tunderstan'.Enintain'tonlyjistEssexblooddat'sin

you,notbyalongsight―'deeditain't!Mygreat-great-gre

at-gran'fatherenyo'great-great-great-great-gran'fatherw

asoleCap'nJohnSmith,dehighes'blooddatOleVirginny

everturnedout;enhisgreat-great-gran'motherorsomers

alongbackdah,wasPocahontasdeInjunqueen,enherhus

bun'wasaniggerkingoutenAfrica―enyithereyouis,a

slinkin'outenaduelendisgracin'ourwholelinelikeaorn

erylow-downhound!Yes,it'sdeniggerinyou!"(70)

피들러가 “간담을 서늘 하는 반응”(appallingresponse1980,227)이라

부른 이 장면은,많은 비평가들이 록시가 자신의 인종을 비하하는 아이러

니로서 주목한 장면이다. 컨 , 로드 은 이 장면이 트웨인의 에서

본 ‘검둥이’의 궁극 비극으로서,록시가 자신의 아들을 비하하는 이 장면

은 “흑인 노 가 지닌 자기 비하 심리의 최종 단계”(thefinalstageof

degradation in slave-psychology)라고 말한다(339).그러나 엄 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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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로드 의 말처럼 단순히 흑인 노 가 지닌 자기 비하 심리의 형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록시는 당 의 신분 담론과

인종 담론이 겹쳐지는 지 에 서서,이 둘을 기묘하게 수용 복하고

있는 독특한 인물임을 고려해야만 한다.페 이 “미국 문학에서 가장 혼란

스러운 가계도 하나”(oneofthemoreconfusingfamilypedigreesin

Americanliterature)라고 표 한 이 장면에서(352),록시는 단순히 흑인

통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록시가

‘검둥이’피를 비하하지만,반면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가계도에는 ‘아 리

카 검둥이 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다.즉,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록시에게 오스러운 신 륙 ‘검둥이’노 와 우월한 ‘아 리카 검둥이 왕’

은 극명하게 다른 존재라는 이다.록시가 인디언 여왕 포카혼타스를 떠

받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록시는 백인 귀족의 피

와 흑인 노 의 피를 동시에 지닌 이 존재인 “탐”을 “고귀하게 태어난

검둥이”로 온 히 통합시키려 했지만,결투를 회피한 “탐”의 비겁한 행동

을 계기로 결국 그녀 스스로 “탐”을 ‘고귀하게 태어난/검둥이’로 분열시킨

다.요컨 ,록시의 신분 담론은 백인 귀족/흑인 노 의 이분법 구도를

복하기 한 것이었지만,종국에는 백인 귀족/흑인 귀족/흑인 노 라는

‘삼분법’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그친다는 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뮬래토의 어원은 노새(mule)로서,이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을 이르는 말

이다.즉 생물학 으로 다른 종(種)을 교배하여 나온 새로운 개체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카와쉬는 ‘뮬래토’라는 단어가 당 19세기의 논쟁 인

인종 이론,즉 단일발생설과 다원발생설을 상기시킨다고 언 하면서,뮬래토

라는 단어는 말과 당나귀가 다른 종인 것만큼이나,흑과 백이 완 히 별개

의 종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말한다(1997,5).즉 뮬래토라는 어원에는

흑백 혼 이 하나의 독립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고,(마치 말과 당나귀

만큼이나 다른 종인)흑과 백이라는 두 다른 존재가 혼합된―엄 히 말하면

두 가지 별개의 피가 한 몸에 별개로 흐르고 있는―존재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혼 이라는 개념이 두 인종이 혼합되어 하나의 독

립 인 존재를 낳는 것으로서의 혼합이 아니라,순수하고 고정된,상이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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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이 하나의 몸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의 혼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카와쉬는 혼 에 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인종 ‧문화 정체성을

복합 인 혼 개념으로 체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혼 ’이라

는 개념이 자신이 항하고자 하는 인종 경계선의 본질 인 구획을 그 스스

로도 제하고 있다는 모순이다.

카와쉬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록시가 “이것이 네 안의 검둥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들 “탐”의 비겁한 행동을 꾸짖으며 “탐”내부의 흑인성이 그의

비겁한 성격과 행동을 결정지은 요인임을 암시하는 장면은,록시가 뮬래토

라는 존재를 흑인과 백인의 통이 한 몸 속에 분리되어 흐르는 존재로 보

고 있음을 말해 다.많은 비평가들이  바보 슨 의 이 장면에 특히 주목

해왔다. 컨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로드 은 이 장면에 해,“흑인

노 가 지닌 자기 비하 심리의 최종 단계”라고 평한다. 한 마이클 로진

(MichaelRogin)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바보 슨 에서 “탐”의 “한 방울

의 검둥이 피”(onedropofNegroblood)가 그의 죄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트웨인을 비 한다(74).반면 셸리 F.피쉬킨(ShelleyF.Fishkin)은

로드 이나 로진과 같은 비평가들의 의견에 반 입장에 서 있는데,피쉬

킨에 따르면 “탐”의 열함은 흑인 피 때문이 아니라 백인 피 때문이다

(2002,145-46).25)

25)피쉬킨의 주장의 근거는 그녀의 유명한 서  헉은 흑인이었는가? (WasHuck

Black?)에 제시되어 있는데,그녀는 트웨인이  바보 슨 을 출간하기 에 소설

에서 삭제한 구 로부터 이러한 결론을 유추해내고 있다.트웨인이  바보 슨 

의 출간 에 삭제한 구 은 다음과 같다.

그[“탐”]안의 고결함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열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그의 고결함은 백인의 통이나 흑인의 통 어느

한쪽에서 독자 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양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그러나 그의 열함은 그 안의 백인의 통으로부터 기

인한 것이다.백인의 통은 무책임한 권력의 소유가 언제나 인

간 본성의 법칙과 맞물려 창조해내고 속시키는 학 의 습성을

동반한,노 를 부리는 오랜 유 이 지닌 잔인함 때문에 그 품

가 하되었다.

Whencecamethatinhim whichwashigh,& whencethat

which wasBase?Thatwhich washigh camefrom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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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웨인을 인종주의자로 보면서 “탐”의 범죄가 흑인 피에서 기인

한다는 주장( 로드 ,로진),혹은 반 로 백인 피에서 기인한다는 주장(피

쉬킨)은―즉 “탐”의 행동이 그가 지닌 한 방울의 흑인 피 때문인지,그 지

않으면 백인 피 때문인지를 밝히려는 비평 자체는―문제 을 내재하고 있

다.카와쉬가 혼 에 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비춰봤을 때,이는 뮬

래토를 흑인 피와 백인 피가 한 몸 안에서 본질 으로 구획된 존재로 간주

하는 것으로서,인종 경계선을 오히려 공고히 하면서 인종 경계선의 허구를

짚어내고자 하는  바보 슨 의 의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이러

한 비평들은, 자의 경우에는 “탐”의 비열한 행동을 그에게 내재한 흑인 피

때문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웨인을 비 하는 과정에서,후자의

경우에는 트웨인이 실은 흑인 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 피를

비하하고 있다며 트웨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혼 인 “탐”을 본질 으로 흑

인과 백인 피가 따로 구획된 존재로 규정하는 본질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들은 혼 인이 흑인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당 의 상황,나

아가 노 의 삶을 벗어나기 하여 패싱을 통해 백인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비극을 비 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보 슨 의 의미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만다. 요한 것은 “탐”의 행 의 원인을 핏 과 통에 두고 그것의 연원을

쫓는 것이 아니라,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사회‧문화 맥락을 살피는

것이다.다시 말해,“탐”의 행 는 혼 인이 혼 인으로서 살 수 없는 시

상황,흑인으로 규정되어 수많은 사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며,‘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 의 삶을 살아가야 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록시의 선택과 욕망에 주목해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트웨인이 “탐”이라는 인물의 패싱을 통해 단순히 흑

blood,& wasthemonopolyofneithercolor;butthatwhich

was base was the white blood in him debased by the

brutalizingeffectsofalong-drawnheredityofslave-owning,

withthehabitofabusewhichthepossessionofirresponsible

poweralways create & perpetuates,by a law ofhuman

nature.

피쉬킨은 의 구 을 트웨인이 인종의 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이상

의 내용은 Fishkin1993,145-46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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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피 때문에,혹은 백인의 피 때문에 등장인물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이

야기하고자 한다기보다는,그 행 의 기반이 되는 흑/백,노 /노 주로 분

리된 사회‧문화 맥락을 그리며 이러한 사회 제약의 온당성을 의문시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할 것이다.

도슨스 랜딩에서 무의식 으로 수용되고 있는 인종에 한 가정은 사람

들이 취하는 행동들을 그들의 인종에 따른 본질 인 것이라 여기게끔 만든

다.따라서 록시가 “고귀하게 태어난 검둥이”로 통합시키려 한 “탐”이 ‘고귀

하게 태어난/검둥이’로 분열되고 만 것은 그 자체로 록시의 한계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그 시 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트웨인이 여기서 패러디하고

자 하는 것은 바로 당 의 시 상,즉 뮬래토라 할지라도 ‘흑인 노 ’(흑인=

노 )라는 카테고리에 본질 으로 묶여야만 하며,그러한 열등한 치를 벗

어나기 해서는 인종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하는 상황일 것이다.더 나아가

인종 경계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여 히 구획된 채 남아 있는 경계선의 힘에

따라 본질 치로 회귀되고 마는 비극 상황이 트웨인이 주목하는 바일

것이다.요컨 ,트웨인이 아기 바꿔치기의 패싱 모티 를 통해 궁극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기획은 뮬래토를 흑인 노 로 취 하는 당 상황은 물론

이요,뮬래토의 존재를 백인/흑인의 분리된 정체성이 내재된 존재로 간주하

여 탐이 ‘고귀하게 태어난/검둥이’로 분열되는 상황을 패러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보 슨 은 한방울법칙이라는 ‘명시 ’인 법에 응한 ‘은 한’패싱

이 심 모티 가 되는 소설이며,“모조 백인,”“모조 흑인,”“표면상 “샹

르””(ostensible"Chambre")등의 표 들은 이 소설에서 이 지는 은 한

패싱을 잘 설명해 다.이 ‘은 한’사건은 결국 슨의 추 에 의해 수면

로 ‘드러나’록시와 “탐”은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법의 심 을 받게

된다.법에 한 응으로서 시작된 록시와 “탐”의 공모가 결국 법에 의해

결을 받게 되는 마지막 장면은 상징 이다. 슨에 의해 “탐”과 “샹

르”의 인종 정체성이 폭로되어,“탐”은 결국 강 아래로 팔려가고,“샹 르”

는 자신의 치를 복권하여 부자이자 자유인이 된다. 슨은 이 ‘승리’를

계기로 “바보”라는 불명 스러운 별명을 떼어내고,그를 거부하던 도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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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사회와 화해한다.록시의 아기 바꿔치기 이야기 던 이 소설은 슨

의 ‘성공담’으로 바 다.

이러한 맥락에서,피들러는  바보 슨 이 공 인 주제인 노 제도뿐만

아니라,당시로서는 많은 작가들이 회피해왔던 사 인 주제인 혼 결혼

(miscegenation)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상찬하면서도,이러한 주제를 다루

고자 했던 애 의 의도는 슨의 탐정 이야기로 인해 흐릿해져 버렸다고 비

하 다(1980,221,227).패싱을 한 ‘검둥이’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구 하는 슨의 이야기는 곧 트웨인이 소설을 “바보 슨의 책―성공

담”(Pudd'nhead'sbook―asuccessstory)으로 종결짓는 것인데,피들러의

지 로,이러한 결말은 오로지 슨과 그를 거부했던 사회 간의 평화 회

복일 뿐이다(1980,227-28).이와 같이 이 소설은 도슨스 랜딩의 질서의 틈

새가 합되면서 끝이 난다.그러나 이러한 법과 질서의 회복은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데 이 소설의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즉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기 하여 허구 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일으킨 균열을 메우는 슨의 모습을 통해 그가 일부

를 이루는 당 사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슨의 ‘해결

책’이 해결이 아니라 다른 비극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이  바보 슨 

의 결말이 갖는 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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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인이 된 흑인,자서 이 된 소설―제임스 웰든

존슨의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나는 주체의 틈새를 목격한다.

Iseethefissureinthesubject.

―롤랑 바르트(RolandBarthes), 롤랑 바르트 (RolandBarthes)

1)노 해방 이후의 패싱―흑인 산층의 두

노 제 시 를 배경으로 한  바보 슨 과 노 해방 이후를 배경으로

한  흑인이었던 남자 의 차이 가장 먼 에 띄는 것은,후자에 와

서는 흑인의 물리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 일 것이다. 바보 슨 에서

“탐”이 유럽을 경험하고 록시가 증기선을 타기는 하지만,“탐”의 외유는

‘백인 노 주’의 신분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록시는 다만 증기선의

객실 청소부일 뿐이다. 한 ‘흑인 노 ’가 된 “샹 르”에게 이동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반면 남북 쟁이 끝나고 몇 년 후 조지아 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흑인이었던 남자 의 익명의 화자는 남부와 북부를 오가

고, 리와 런던 등 유럽 등지를 오가기도 하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동

한다.이러한 이동 가능성은 많은 차이를 낳는다. 컨 , 바보 슨 에서

는 등장인물들의 활동 반경이 남부의 노 소유주 마을로 제약되어 있기

에,루이지-안젤로 둥이 형제가 단지 유럽에서 건 온 귀족 가문 출신이

라는 이유만으로 남부인들의 낭만과 동경을 자아낸다.반면,직 리와

런던 등 유럽을 방문한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두 도시,두 나라,두

민족의 특징과 민족성 등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면 히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동 가능성은 무엇보다 패싱의 주제에 큰 향을 미친다.노

해방 이후 자유로운 물리 이동이 가능해졌기에,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

자는 고정된 커뮤니티를 벗어나 낯선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그 결과 그

의 패싱은 앞 장에서 살펴본 노 제 시 의 패싱에서 보듯 노 제의 굴 로

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생존’을 한 패싱과는 다르다.“나의 변칙 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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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종종 나의 유머 감각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Theanomalyof

mysocialpositionoftenappealedstronglytomysenseofhumor.144)26)

는 화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여러 낯선 곳을 이동해가며 때로는 백인이

되어보고,때로는 흑인이 되어보는 그의 패싱은 실험 인 성격을 띠며,흑백

의 피부색을 기 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당 미국 사회를 조롱한다.

재건기 이후 1890∼1920년 에 걸쳐 략 200만 명에 달하는 흑인들이

남부 농장 지 에서 북부 산업 도시로 이동해 갔는데,이러한 이주의 결

과,흑인 농 노동자나 소작인들은 뉴욕,시카고 등지의 도시 빈민층으로

탈바꿈해 갔다.비록 도시 빈민층이 될지언정,남부에 살던 다수의 흑인

들에게 북부란 지속 으로 “약속의 땅”(thelandofpromise)처럼 보 다

(Hale28).이러한 이주의 시기가 흑인들의 패싱의 성기―재건기 이후

1880∼1925년에 걸쳐 흑인들의 패싱의 수치가 폭발 으로 증가한 시기―

와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흑인들의 지리 이동과 패싱은 필연

으로 긴 한 연 을 맺게 되는데,흑인들이 본래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

를 벗어나 낯선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 얻게 되는 익명성의 획득

이 바로 그 이유이다.유지니아 콜리어(Eugenia Collier)가 “끝없는 여

정”(anendlessjourney)이라 부른 바 있듯(365),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

자는 고정된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무수히 많은 장소를 끊임없이

횡단한다.요컨 ,이처럼 지리 이동과 인종 패싱이 동시 으로 발생하

는 것은,패싱을 하는 자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어딘가로 이동해야만 패싱을 할 수 있는,패싱이 지닌 은 한 속성 때문이다.

1860년 노 해방이라는 제도 불평등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노 제

시 보다 더 많은 수의 흑인들이 패싱을 하게 되는데,그 이유는 주지하다

시피 노 해방 이후 제도 불평등과는 별개로 습 인 인종 편견으로

인한 불평등이 여 히 지속되었고,때로는 오히려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노 해방 이후 백인들이 느 던 두려움은 바로 흑인들과 ‘뒤섞이는 것’에

한 두려움이었으며,실제로 노 해방 이후 1880∼1925년 사이에 노 제

의 굴 로부터 자유로워진 많은 수의 흑인들이 패싱을 함으로써 이러한 백

26)이하  흑인이었던 남자 의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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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두려움은 실화된다.27)이러한 이유에서 노 해방 이후 흑인들에

한 백인들의 배척은 더욱 증가하는데,노 제 폐지 이후 노 제를 체

하는 수많은 법 ·문화 장벽들이 등장한다.짐 크로우로 표되는 이러

한 장벽들은 노 해방 이후 흑인들의 패싱의 직 인 원인 요한 일

부가 된다.

이와 같이 노 해방에 따른 흑인들의 이주와 여 히 잔존하는 흑인

차별이 맞물려 패싱은 성기를 맞게 되는데,한편으로는 흑인들의 계

분화가 이 짐에 따라 패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흑백 차별이 극에

달한 20세기 에는 흑인 공동체 안에서 패싱을 기꺼이 수용했을 뿐 아니라

장려하기도 했으며,패싱을 한 흑인들을 묵인하기도 했다.이와 련하여

리스트인 이 S.베이커(RayS.Baker)의 기록에 따르면,한 뮬래토가

동료의 패싱 소식을 듣고 “신이여 감사합니다.그가 백인으로 패싱을 했다

27)노 해방 이 에도 흑인들과 ‘뒤섞이는 것’에 한 백인들의 두려움은 존재했지

만,노 해방 이후 백인들이 느 던 두려움은 노 제 시 의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즉 노 제라는 강력한 제도 테두리의 보호 하에 있던 노 제 시 와는

달리,노 해방 이후에는 백인들에게 흑백이 언제든 뒤섞일 수 있다는 ‘상상의’

두려움이 작용했다.노 해방 이후 증한 패싱은 바로 이러한 백인들의 상상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다른 주에 비해 혼 인들이 많았던 루이지애나 주

의 계자에 따르면,1875년의 주 인구 조사에서 수백 명의 뮬래토들이 자신을

‘백인’으로 기재하 으며,1875년에서 1890년 사이에 루이지애나에서만 매년

100∼500명의 흑인들이 백인으로 패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Blassingame201).

물론 패싱은 본질 으로 비 스러운 행 이기에,1946년에 사회학자인 존 H.

버마(JohnH.Burma)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놓기 까지는 패싱이 얼마나

빈번하게 시도되었는지에 해서 그 구도 단언할 수 없었는데,이러한 패싱의

비 스러운 특성,그 정확한 수조차 악할 수 없는 특성이 백인들에게는 더욱

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비록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종 패싱의 실제

규모에 해 문서화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만,패싱이라는 망령의 동력은 패

싱 사례의 횟수로부터가 아니라,피부색이 층화된 사회의 불안과 모순을 구 하

는 의미로부터 나온다.”(Althoughlittleisdocumentedabouttheactualextent

ofracepassing by blacksin theUnited States,the specterofpassing

derivesitspowernotfrom thenumberofinstancesofpassingbutasa

signification thatembodies the anxieties and contradictions ofa racially

stratifiedsociety)는 긴즈버그의 말은 이를 잘 설명해 다(7,필자 강조). 로

리아 안젤두아(GloriaAnzaldúa)는 “경계란 안 한 곳과 불안 한 곳을 규정하

기 해,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기 해 설정된다.”(Bordersaresetuptodefine

theplacesthataresafeandunsafe,todistinguishusandthem.)고 말한 바

있는데(25),패싱의 ‘망령’은 피부색이 층화된 사회에서 안 /불안 ,우리/그들

의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고자 하는 백인들의 필사 인 욕망을 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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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ThankGod,heispassingforwhite.158)라고 말하기도 했다.흑인 공

동체가 패싱을 한 흑인들을 묵인한 이유 하나는,흑인들을 배제하는 제

도 억압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백인 사회로의]잠입의 성공을 바라보는

리만족”(vicariousenjoymentofwatchingoneofourowninfiltrateand

achieve)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Piper246).즉,흑인 공동체에서 동료

흑인의 패싱을 묵인한 것은,마치 노 제 하에서 동료 흑인의 탈주를 묵인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패싱이 흑인 공동체 내에서 인종 변 행 로서 부정

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흑인들의 피부색 계 의 분화와 련이 있다

고 생각된다.노 해방 이후,밝은 피부의 흑인들은 상류층으로,어두운 피

부의 흑인들은 하층민으로 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백인-상류층,흑인-

하층민이라는 피부색과 계 의 역학 구도는 이제 흑인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밝은 피부-상류층,어두운 피부-하층민의 구도로 자리 잡게 된다.이와 같은

피부색 계 의 분화는 이제 흑인 공동체 내부에서의 차별과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이와 련하여,앨리스 워커(AliceWalker)는 인종차별주의(racism)

와 피부색차별주의(colorism)를 구분하는데,피부색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

와는 달리 타인종 간에 일어나는 차별이 아니라,흑인 공동체 내부에서 피

부색의 정도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291).피부색차별주의

에 한 반응으로서,랭스턴 휴즈(LangstonHughes)는 ｢흑인 술가와 인

종의 산｣("TheNegroArtistandtheRacialMountain")에서 인종 뿌리와

정체성에 한 성찰을 보여 다.｢흑인 술가와 인종의 산｣이라는 제목은

란츠 농(FrantzFanon)의 말―“세상 어느 나라에나 등반가,즉 [산에

무 높이 올라]‘자신이 구인지를 잊는 사람들’이 있다.그들과는 반 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Ineverycountryof

theworldthereareclimbers,"theoneswhoforgetwhotheyare,"and,

incontrasttothem,"theoneswhorememberwheretheycamefrom."

37)―을 상기시킨다.

｢흑인 술가와 인종의 산｣의 서두에서,휴즈는 시인을 꿈꾸는 도유

망한 한 흑인 청년을 소개한다.그 청년은 휴즈에게 “흑인 시인”(aN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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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이 아니라 “백인 시인”(awhitepoet)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그 말

은 “ 는 백인이 되고 싶어요.”(Iwouldbeliketobewhite.)라는 말과 다

름없다.“자신의 인종으로부터 정신 으로 달아나고자 하는 그의 욕망”(his

desiretorunawayspirituallyfrom hisrace),휴즈는 그 원인을 흑인

산층인 그 청년의 계 배경에서 찾는다.가령 산층 가정의 흑인들은,

자신들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며,아이들을 야단칠 때

도 “검둥이처럼 굴지 마.”(Don'tbelikeniggers.)라고 말하여 흑인을 부정

인 것과 연결 짓는 반면,“백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렴.”(Look how

wellawhitemandoesthings.)이라고 말하여 백인을 모든 미덕의 가치―

아름다움,도덕성,돈―와 연결 짓는다.그러한 부모 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백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싹트기 시작하는데,이는

“꽤 형 인 흑인 산층 가정”(afairly typicalhomeofthecolored

middleclass)의 모습이다.28)

산층 흑인들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있는 것은,그들이 부분

밝은 피부색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흑인 산층 가정의 남편은

주로 의사,변호사,지주,정치인인데,밝은 피부색의 남성은 어두운 피부색

의 남성보다 일반 으로 더 나은 교육 기회와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그

들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피부색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워커의 표 을 빌리면 그들은 피부색,계층 직업에서 더 유리한 치를

하고 있기에,밝은 피부색의 여성이라는 “상품”(prizes)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이다(305).워커에 따르면,밝은 피부색의 여성이 흑인 산계층의 구

조 인 피부색차별주의에 “팔린”(sold)것은,“상류층으로의 이동”(upward

mobility),즉 궁극 으로는 백인 산층을 모방하고,그들에게 근 하여,

결국은 그들과 합쳐질 수 있다는 약속에 의해 장되어 있었다(310).워커

는 트 리 제퍼스(TrellieJeffers)의 말을 인용한다.

흑인 산층은 수 세 에 걸쳐 새까만 피부의 흑인 여성을 흑

인 산층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해왔다.그리고 흑인 여성에

28) 형 인 흑인 산층 가정에 한 비 묘사는 Hughes55-56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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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런 차별을 통해서,흑인 산층은 이 나라의 흑인 인종

을 양극화된 당 로 갈라놓은 분열주의 인 암을 유발시켰다.

Theblack middleclasshasforgenerationsexcluded the

black black woman from the mainstream of black

middle-class society,and it has,by its discrimination

againsther,induced in itselfa divisive cancerthathas

chopped the black race in this country into polarized

sections;(Walker294재인용)

휴즈는 “왜 내가 백인이 되기를 원해야 하나?나는 흑인이고 아름다운

데!”(WhyshouldIwanttobewhite?Iam aNegro―andbeautiful!)라

는 말로 이 의 결론을 갈음하고 있는데(59),이러한 결론은 강한 울림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휴즈가 이 에서 수차례 인종과 계 의 계에

해 언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론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29)흑

인 산층 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백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단지 인종

수치심의 발로가 아니라,자신을 흑인 하층민과 구분 짓는 동시에 백인

산층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인종-계 의식의 결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흑인의 술과 인종 자 심의 고취를 통해 흑인 산

층을 흑인 공동체로 복귀시키자는 휴즈의 주장은 이상(理想)에 그칠 수 있

는 것이다.요컨 ,백인/흑인의 인종차별 구도가 해결되지 않은 채,흑인

공동체 내부의 피부색 계 의 분화로 인해 흑인 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종-계 차별이 두됨으로써,패싱의 양상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흑인 지식인들로부터 강한 비 을 받았던 흑인 산

층은 한편으로는 백인들의 경계 상이기도 한,틈새에 끼인 존재 다.E.

랭클린 지어(E.FranklinFrazier)의 표 을 빌리면,흑인 부르주아

29)휴즈는 ｢흑인 술가와 인종의 산｣에서 흑인 산층을 일컫는 표 ―"Negro

middleclass,""coloredmiddleclass,""high-classNegro,""better-classNegro,"

"anupper-classNegro"―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인종과 계 의 계에 해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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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ourgeoisie)는 스스로를 ‘검둥이’세계와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며,

한편으로는 백인 세계로부터 거부당하기에,그 어디에도 문화 뿌리를 내

릴 수 없는 존재이다.노 제 시 에 피부색이 노 /자유민을 구분하는

요한 표지 다면,노 해방 이후 피부색은 상류층/하층민의 사회·경제

지 를 표상하는 표지가 되었는데,이처럼 인종 구분은 사회·경제 질

서 속에서 서로 다른 집단 인 생태 지 를 표출했다.인종차별주의

행들은 확실히 특정 인종을 특정한 사회·경제 역으로 집 시키는 결

과를 래했지만,그러나 노 해방 이후 흑인 산층의 성장과 함께 이러

한 성격의 분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졌다.흑인들에게

도시의 산업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19세기 말에 흑인 산층

은 노동 계 직종을 심으로 형성되었다.특히 1880년 부터는 은행,보

험 회사,장의사,소매 등의 분야에서 흑인 비즈니스의 목할만한 성장

이 있었다(Meier139). 한 흑인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지

상승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되어 20세기 엽부터는 기능직과 문직으

로 진출해 나가며,흑인 산층은 조 씩 성장해갔다.이러한 사회·경제

분류로부터의 벗어남이 곧 그들이 인종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그래도 그것은 최소한 계 인 상승의 기회가

흑인들에게도 부여될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했다.

이와 같이 흑인 산층은 인종 ·계 질서를 흩뜨리는 존재 기에

백인들의 경계의 상이 되었다. 컨 ,당 에 옷을 잘 차려입은 흑인

산층의 존재는 상당수의 백인을 자극했다.E.L.닥터로(E.L.Doctorow)

의 소설  랙타임 (Ragtime)에서 백인들은 흑인 음악가인 콜하우스 워커

(CoalhouseWalker)가 옷을 잘 차려입었을 뿐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이 거슬려 그의 차를 훼손하는데,이 장면은 매우 상징 으로 그려

진다(145-50).그 이스 E.헤일(GraceE.Hale)에 따르면,최고 차를 타

는 산층 흑인들의 문제는,백인들이 “인종 오염”(racialpollution)을 두려

워한 것보다는, 에 보이는 옷과 그들의 태도가 흑인의 “인종 열등

성”(racialinferiority)에 한 념을 거슬 다는 데에 있다(128).이러한

경향은 존슨의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76-

내 생각에 백인들은 어쩐지 교육도 받고 돈도 좀 있는,좋은

옷을 입고 괜찮은 집에서 사는 유색인들은 ‘거만을 떤다’고,백

인들에게 오직 앙갚음하려는 목 으로 그러는 거라고,‘좋게 보

아야 원숭이처럼 열심히’흉내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듯하다.그런 감정은 짜증을 일으키거나 오감을 키우기 마련

이다.

Ithink thatthewhitepeoplesomehow feelthatcolored

people who have education and money,who weargood

clothesandliveincomfortablehouses,are“puttingonairs,”

thattheydothesethingsforthesolepurposeof“spiting

thewhitefolks,”orare,atbest,goingthroughasortof

monkey-like imitation.Ofcourse,such feelings can only

causeirritationorbreeddisgust.(58)

“불행하게도 백인 남부가 흑인의 불성실함과 무지,무능보다 더 두려워했

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바로 흑인의 정직함과 학식,능력이었다.”(Unfortunately

therewasonething thatthewhiteSouth feared morethan Negro

dishonesty,ignorance,andincompetency,andthatwasNegrohonesty,

knowledge,andefficiency.2008,103)는 W.E.B.듀보이스(W.E.B.Du

Bois)의 말은 이를 잘 설명해 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노 해방 이후 흑인들의 물리 인 이동 가

능성,그리고 흑인 계 의 분화는 노 해방 이후의 패싱에 많은 향을 미

쳤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로,흑인 계 이 분화되어 워커가 비

하듯 흑인 간의 ‘피부색차별주의’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인종 경계선을 ‘넘

는’패싱 행 는 그 자체로 신분 상승으로서의 패싱 개념으로 굳어져 버리

는 양상을 띠며,패싱이 인종 차별에 한 응 성격을 띤 것이 아닌

인종 차별의 근본 ‘동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다시 말해,노 해

방 이후,짐 크로우로 인해 흑백 분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흑인에 한

억압은 더욱 심해졌는데,이에 한 반응으로서의 패싱은 오히려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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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경계선의 강화와 억압을 승인하는 구조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왜냐하면 노 해방 이후 흑인 계 의 분화가 극심하게 이 지는 가

운데 신분상승을 한 목 으로 개인이 인종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 는 그

경계에 한 변 의지와는 무 하며,오히려 인종 경계선의 가치를 그 로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행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노 해방 이후 할렘 르네상스로

상징되는 1920년 에 이르기까지 흑인들 스스로 자신의 인종에 한 자부심

과 자 심이 차 높아져갔고,이는 인종 개념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즉 패싱은 흑과 백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백인 우월주의

와 연 됨은 물론이요,흑인들의 인종의식에 한 강화라는 측면과도 연계

됨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노 제 하에서 백인들은 한방울법칙 등을 통

해 혼 인을 흑인으로 묶어두려는 노력을 견지해 왔었다.노 해방 이후에

는 백인들의 인종 분류의 강박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이와 동시에 흑인 측

의 인종 개념 역시 강화되어 혼 인의 패싱은 이제 그 의미가 노 제 시

와는 사뭇 달라졌다.“새로운 흑인”(TheNew Negro)운동의 부상과 함께

1920년 그 성기를 맞고 있던 할렘 르네상스의 흑인작가들에게, 도시

흑인 산층의 패싱 정체성이 어떻게 흑인성의 진정한 “본질”을 복·

하는지의 문제는 요한 논제가 되고 있었다(강희 309-10).다시 말해,노

제 하의 패싱은 최소한의 자유 생존을 한,혹은 채 질로 표되는 물

리 폭압 노 를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 ·제도 억압에서 벗어나기

한 시도로서 정당화되었다면,노 해방 이후의 패싱은 흑인의 자 심이 드

높아지는 상황에서 흑인종에 한 배신행 로 치부되며 차 그 당 성을

잃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 해방 이후에도 린치와 같은 물리 폭압이

존재하고 흑인을 향한 여러 사회·경제·문화 불이익과 불평등이 존재했기

때문에,인종 경계선을 넘고자 하는 욕망이 여 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도 볼 수 있다.그러나 드높아지는 흑인 인종의 자 심 때문에 패싱을 통한

인종 경계선 넘기가 인종 불충으로 여겨졌기에,패싱을 하는 사람들의 죄

책감은 노 제 사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이제 인종 본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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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백인 우월주의 면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억압은 물론,

흑인 인종 측에서 흑인의 자 심을 드높이는 정치 측면에서도 더욱 강화

되어 갔으며,그 결과 혼 인의 존재,그리고 그들의 패싱은 흑백 양 진 에

서의 인종 개념에 의해 딜 마에 빠지게 된다.다시 말해,짐 크로우 시기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순 주의가 낳은 인종 경계선의 허구에 패싱이라는

허구로 맞서는 혼 인의 상황의 한계는 할렘 르네상스 시기 흑인에 한 인

종 개념의 정치화와 맞물려,패싱이 신분 상승을 해 흑인 인종을 배신하

는 것이라는 인종 불충개념을 낳게 되는 것이다.

컨 , 듀보이스는 1897년 ‘미국 흑인 아카데미’(American Negro

Academy)에서 ｢인종의 보존｣("TheConservationofRaces")이라는 성명서

인 을 발표한다.듀보이스는 이 에서 “세계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

라 집단의 역사이며,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인종의 역사이다.”([T]hehistory

oftheworldisthehistory,notofindividuals,butofgroups,notof

nations,races.)라고 선언한다(1996,40).그에 따르면,어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즉 어떤 사람들을 하나의 인종으로 뚜렷하게 구별하는 것은 내면

이고 정신 인 결속,총체 인 표 의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궁극 으

로 스스로를 내비치는 천성 인 특질이다.

인종의 차이가 개 신체 경계선을 따르긴 하지만 단순히 신

체 구분만으로는 더 심층 인 차이,즉 이 집단들의 응집력과

연속성을 제 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없다.더 심층 인 차이는

분명 신체 차이에 근거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정신

·심리 차이다.튜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우선 그들

의 인종 정체성과 공통의 통이지만,그보다 더 요한 것은

공통의 역사,법과 종교,비슷한 사고방식,어떤 삶의 목 으로

향한 의식 인 공통의 노력이다.

Butwhile race differences have followed mainly physical

lines,yetnomerephysicaldistinctionswouldreallydefineor

explain the deeper differences―the cohesiveness and

continuity of these groups. The deeper differences are



-79-

spiritual,physical,differences―undoubtedly based on the

physical,butinfinitely transcending them.Theforcesthat

bindtogethertheTeutonnationsare,then,first,theirrace

identityandcommonblood;secondly,andmoreimportant,a

commonhistory,commonlawsandreligion,similarhabitsof

thoughtandaconsciousstrivingtogetherforcertainidealsof

life.(DuBois1996,41)

이어서 듀보이스는 흑인들이 당면한 과제가 바로 이 의식 인 공통의 노력

으로서,흑인 인종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발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그에 따

르면,비록 흑인 인종은 아직 세상을 향해서 온 한 목소리를 제시하지 못

했지만,개인으로서가 아닌 ‘인종 집단’으로서의 발 에 의해서 이러한 과업

을 달성할 수 있다.

흑인 인 특성의 발 을 해서,흑인 문학과 술의 발 을

해서,그리고 흑인 정신의 발 을 해서 단단하게 응집되고 뭉

쳐진 흑인들만이,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이상으로 가슴이 부푼

흑인들만이 우리가 휴머니티에 해서 가지는 한 메시지를

완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ForthedevelopmentofNegrogenius,ofNegroliteratureand

art,ofNegrospirit,onlyNegroesboundandweldedtogether,

Negroesinspired by onevastideal,can work outin its

fullnessthegreatmessagewehaveforhumanity.(DuBois

1996,42)

계속해서 듀보이스는 뿔뿔이 흩어진 아 리카인들의 이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 리카 륙까지 이어지는 한 역사 인종으로서,

미국 흑인들은 “범니그로주의의 선 ”(thevanofPan-Negroism)으로서 스

스로를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하며,그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요한 것은

백인 미국에 흡수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2).요컨 ,듀보이스에 따

르면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 미국에 동화 내지는 흡수되지 않아야 하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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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흑인들은 백인 주도 인 미국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정체성을 ‘보존’

해야 한다.즉 듀보이스는 흑인들이 앵 로색슨계와는 차별되는 경험과 의

식에 의해 하나로 묶인,잠재 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 인종,하나의 독립된

인종임을 주장한다.

이 에서 듀보이스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경원의 말처럼,니그로라는

하나의 인종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노 제도와 식민주의의 역사

경험,블랙 디아스포라의 문화 통,그리고 탈식민화를 향한 정치

욕구로 두고,신체 차이와 필연 상 계가 있다고 잘못 여겨져 온 인

종 간의 지 ·도덕 우열을 부정하는 신,신체 차이와 개연 상 계

가 있는 역사 사회문화 특성은 보존하는 것이다(112-13).즉 아피아가

히 지 하고 있듯이,이 에서 듀보이스의 략은 인종차별의 편견에

항하는 것이지만,그 항은 (각 인종 집단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고 주장함으로써)인종 집단 간의 차이를 수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흑인과 백인은 우열 계가 아닌 상보 계라고 주장하면서,당 의 인종

구도 자체를 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종 구도 하에서 흑인을 재평가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1986,25).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듀보이스의

에서 피력되고 있는 당 흑인들의 딜 마인데,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쳐놓은 인종 경계선을 극복 해체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흑인의 목

소리를 고취시키기 해 인종 개념 인종 경계선을 보존해야만 하는 상황

에 놓여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패싱은 노 제에서와는 다른,새로운 국면

을 맞게 되는데,이 논문은 이 시기의 패싱이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의 인종

개념(극복 해체되어야 할 인종 개념과 보존되어야 할 인종 개념 사이의

딜 마)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련하여,미르달의 패싱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싱’은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즉 하층 계 에서 상층 계

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의 카스트 질서에서,패싱은

패싱을 하는 사람과 결부된 백인들을 속이는 것에 의해서만 성

취될 수 있고, 한 패싱 사실을 아는 다른 흑인들의 침묵의

공모에 의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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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ng’meansthataNegrobecomeawhiteman,thatis,

movesfrom thelowertothehighercaste.IntheAmerican

casteorder,thiscanbeaccomplishedonlybythedeception

ofthewhitepeoplewithwhom thepassercomestoassociate

andbyaconspiracyofsilenceonthepartofotherNegroes

whomightknow aboutit.(Myrdal683,필자 강조)

미르달의 패싱에 한 정의에서 재고해보아야 하는 부분은 패싱을 정체성을

‘속이는’것으로 정의하는 것인데,다시 강조하거니와 흑인임을 속이고 백

인이 된다는 식의 정의는 ‘흑인도 백인도 아닌’뮬래토라는 존재의 제 자

체와 상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백인들에게 (흑인임을)‘속인다’는 표 이

흑인을 뮬래토의 본질 이고 진정한 정체성으로,백인을 가짜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패싱을 정체성을 속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듀보이스의 정치 이고 공 인 흑인 인종 개념의 두와 무

하지 않다.다시 말해,흑인 인종의 목소리의 발 을 해 백인 미국에 동화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인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패싱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숨기는 것인 동시에 궁극 으로는 백인 미국에 흡수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요컨 ,백인 우월주의의 인종 개념과 흑인 민족주의

인종 개념은 그 성격상 정반 에 서 있지만,사실은 서로 긴 히 연결되는

동 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논문은 미르달 식의 ‘속임수’

로서의 패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흑인이었던 남자 를 인종 경계선을

넘는 행 가 ‘속임수’로서 개념화 되는 당 상황을 문학 으로 재 하고 패

러디하는 텍스트로 읽어내고자 한다. 흑인이었던 남자 는 백인 진 에서의

백인우월주의 인종주의,그리고 흑인 진 에서의 공 ·정치 인종 개념이

라는 압박을 그려내며,혼 인이 (백인 순 사회를 해 혹은 반 로 흑인

사회를 한 기여를 해)어느 한 인종에 묶여야만 하는 압박 인종 상황

을 패러디한다.이에 이 논문은 자서 이라는 장르가 이러한 인종 상황을

패러디하는 데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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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흑인 자서 통과 패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노 해방,흑인들의 이주,그리고 극렬

한 인종 분리 정책의 등장이 한 데 맞물려 패싱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성기를 맞게 되는데, 흑인이었던 남자 는 이와 더불어 흑인

사회 내부의 계 분화와 흑인 산층의 두 등과 련한 패싱의 새로운

국면을 본격 으로 조명한다는 에서 요하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

자는 남북 쟁이 끝난 몇 년 후 조지아 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소설이 노 제 하에서와는 다른 패싱의 양상을 보여주리

라는 것을 은유 으로 드러낸다.인종 간 긴장 상태가 정에 다다른 시

에,자서 의 형태로 ‘진짜’인종 패싱을 고백하는  흑인이었던 남자 는 센

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밝은 피부색을 지닌 한 뮬래토 남자가 백인으로의 패싱을 선택하는 내

러티 인  흑인이었던 남자 는 1912년에 익명으로 출간되어,이후 작가의

정체에 한 많은 궁 증을 자아내게 했다. 부분의 독자들과 비평가들에

게 익명의 작가가 쓴 ‘진짜’자서 으로 받아들여졌던  흑인이었던 남자 

는,결국 1927년 재발간 시 존슨이 쓴 소설이었음이 드러난다.익명으로 출

간되었던 1912년 과는 달리,1927년의 재 에는 존슨의 이름이 책 표지

에 드러났고,1920년 할렘 르네상스 시기에 흑인 술가들의 후원자 역

할을 했던 칼 밴 벡텐(CarlVanVechten)이 쓴 서문이 포함되었다.밴 벡

텐은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문에서,다음과 같이  흑인이었던 남자 의

‘정체’를 밝힌다.

물론  흑인이었던 남자 는 구체 인 사건에 하여 존슨 씨 자

신의 삶과 거의 련이 없지만,그것은 그의 성격과 느낌,토론

된 주제에 한 그의 ‘견해’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작가의

개인사에 한 사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자

서 처럼 읽힐 것이다.그것은 미국 흑인 인종의 복합

자서 처럼 읽힌다는 것이 더 옳은 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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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biography,ofcourse,in the matterofspecific

incident,haslittleenough todowithMr.Johnson’sown

life,butitisimbuedwithhisownpersonalityandfeeling,

hisviewsofthesubjectsdiscussed,sothattoapersonwho

hasnopreviousknowledgeoftheauthor’sownhistory,it

readslikerealautobiography.Itwouldbetruer,perhaps,to

say thatitreadslike acomposite autobiography ofthe

NegroraceintheUnitedStatesinmoderntimes.(25,필자

강조)

밴 벡텐의 말은, 흑인이었던 남자 가 존슨의 ‘진짜’자서 이 아니라고 명

확히 선을 는 듯하면서도,동시에 여 히 애매한 여운을 남긴다.일단

 흑인이었던 남자 는 포셋의 말처럼,자서 의 형태를 빌려 이야기된 미국

의 인종 상황의 형이자,“엄연한 사실에 근거한 소설”(fictionfoundedon

hardfact,21)로 정리된다.

밴 벡텐이 쓴 이 서문은 기존의 노 서사의 서문과는 사뭇 다르다.로

버트 B.스텝토(RobertB.Stepto)는  흑인이었던 남자 를 노 서사 통으

로부터 빚진 것이라 주장하며,특히 워싱턴과 듀보이스에 의해 쓰인 기존의

자서 텍스트와의 향 계를 밝히며 이 소설을 분석한다.그러나 스텝

토는 이 소설에서 존슨이 창조하는 새로움이란 노 서사의 특징들을 차용

한다기보다는 변형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이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30)노 서사의 서문에서는 통 으로 서사의 주인공인

30)스텝토는  흑인이었던 남자 를 “모던 텍스트”(moderntext)로 규정한다(95).그

는 “모던”(modern),“모더니즘”(modernism),“모더니티”(modernity)와 같은 용어

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데,그 지만 이러한 용어들을

써야만 한다면 이들 용어들은 흑인 문학사에서 선행하는 내러티 들을 반향하는

것이자,동시에 선행하는 텍스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언한다

(Stepto96).그에 따르면  클로텔 이 반노 제 술에 빚진 것처럼, 흑인이었던

남자 한 선행하는 텍스트들,특히 워싱턴의  노 제로부터의 해방 과 듀보이

스의  흑인 민 의 혼 (TheSoulsofBlackFolk)으로부터 차용한 바가 크고,

뿐만 아니라 흑인문학 통을 형성하는 요한 요소인 노 서사들로부터 향

받은 바가 크다.그러나 스텝토는  흑인이었던 남자 를  클로텔 과 구별 짓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클로텔 이 그 차용된 표 들의 “선집”(anthology)에 불과

하다면, 흑인이었던 남자 는 그것이 차용한 수사들에 새로움을 덧입히고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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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slave)가 그 서사의 실제 자임이 입증되고,그 이야기의 사실

성이 입증되는 차가 존재한다.다시 말해,과거 노 서사에서 출 업자의

서문은 ‘사실성’을 담보하기 한 수단이자,노 제의 타락한 실상을 고발하

는 기능을 했다.그러나  흑인이었던 남자 는 형식상 노 서사의 특징인

출 업자의 서문을 붙이기는 하지만,다른 방식을 취해,기존의 것과는 다른

성격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문에는 놀랍게도 ‘자’에 한 어떠한 언 도 부재

하는데,이는 ‘화자’가 면 히 계획한 생략의 략을 두드러지게 하는 “수사

침묵”(arhetoricsilence)일 수 있다(Stepto98).스텝토의 말에 첨언하자

면,이처럼 서문에서 드러나는 자와 화자의 분리는 자서 이라는 장르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형식 규칙 합의,즉 자와 화자의 동일시

에 균열을 가하는 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스텝토에 따르면,서문의

이 자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은 곧  흑인이었던 남자 를 읽는

독자,그리고 그 독자가 이 텍스트를 읽으며 보고 하게 되는 내용에 맞춰

진다.31)

그 결과,1927년 이후의 비평의 은 자연스  흑인이었던 남자 가

존슨의 자 소설(autobiographicalfiction)인지의 이슈에 맞춰졌고, 흑

인이었던 남자 에 드리워진 자 존슨의 그림자를 찾아내는 데 집 되었

다.스털링 라운(SterlingBrown),휴 로스터(HughGloster),데이비드

리틀존(DavidLittlejohn),스티 론즈(Stephen Bronz),네이선 허긴스

(NathanHuggins)와 같은 비평가들은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와 그의

견해들이 직간 으로 자 존슨을 반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반면,로버

트 본(RobertBone),에드워드 마골리스(EdwardMargolies),콜리어,로버

트 (RorbertFleming),마빈 P.가렛(MarvinP.Garrett)등은 화자

와 자 존슨을 동일시하는 데 반 하며, 흑인이었던 남자 를 ‘자 ’소

설로 보는 데 부정 인 견해를 펼쳤다.이들은 체로 익명의 화자와 자

존슨 간의 거리감을 강조하며,이 간극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에 주목했다.

함으로써 그 자신 독자 인 텍스트의 상을 한다(96-97).

31)이상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문에 해서는 Stepto98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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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비평가들은 화자와 자 존슨을 동일시하는 데 반 하며, 흑인이

었던 남자 를 기 차원에서만 해석하고자 했던 비평 들로부터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 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 흐름은 도 드 C.괼니히트(DonaldC.Goellnicht)

가 주장하듯,화자의 치를 이분법 으로 정치하고자 하는 와 에  흑인

이었던 남자 가 내포하고 있는 복합성을 간과한다.즉 괼니히트의 표 을

빌리면, 자는 익명의 화자를 존슨의 보수 인종 과 계 의식의 “자

마우스피스”(autobiographicalmouthpiece)로 여기고 있으며,후자는 그

를 “존슨의 아이러니의 표 ”(thebuttofJohnson'sirony)으로만 읽고 있

다(116).결국 최근의 카와쉬에 이르면, 흑인이었던 남자 를 불안정 ·불

확실 텍스트로 악하기에 이른다.이 논문은 기존의 이분법 비평의

흐름에서 비껴서 있다는 에서 괼니히트와 같은 비평가와 맥을 같이 하지

만,그 역시 자서 이 ‘자 ’인지 ‘소설’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한 논

쟁 속에서 정작  흑인이었던 남자 가 왜 자서 의 형태를 빌려 쓰 는지

에 한 근본 인 질문은 간과하고 있음을 지 하고자 한다. 흑인이었던

남자 가 ‘자 ’인지 ‘소설’인지에 한 논쟁에서는 정작 이 소설이 왜

자서 의 형태를 빌려 쓰 는지,그리고 이것이 패싱과 맺는 상호작용의

효과는 사장되고 말기 때문이다.

존슨은 1933년 ‘진짜’자서 인  이 길을 따라 (AlongThisWay)에서,

자신이  흑인이었던 남자 를 익명의 자서 양식으로 발표함으로써 다수

의 독자들로 하여 그것을 ‘진짜’자서 으로 여기도록 만든 것이 의도

이었음을 밝힌다(394).그러나 그는 여기서 정작 그 의도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리엄 L.앤드류스(William L.Andrews)는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문에서,존슨이 이를 익명의 자서 양식으로 발표하게 된 이유

하나로 경제 인 이유를 꼽는다(xv-xvi).1912년  흑인이었던 남자 가

출간되던 당시,북부의 상업 출 사들의 흑인 소설 출간은 아직 새롭고

도 많은 험 부담을 안고 있었던 일종의 모험이었다.흑인 소설 출간에

뛰어든 일군의 출 사들은 찰스 W.체스넛(CharlesW.Chesnutt),폴 로

스 던바(PaulLaurenceDunbar),듀보이스 등의 소설을 내놓았지만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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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이들은 모두 3인칭 소설이었다.이러한 상황은

출 사들로 하여 비교 새로운 상업 장르 던 흑인 소설의 출간을 우

려하도록 했음에 틀림없다.반면,흑인 소설에 비해 백인 독자들에게 훨씬

친숙했으며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장르가 바로 -노 의 수기 는데,이

장르는 20세기 흑인 자서 장르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컨 ,더

라스의  드릭 더 라스의 삶의 이야기 (1845)부터 워싱턴의  노 제로

부터의 해방 (1901)에 이르기까지,흑인 자서 은 상업 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그 결과 출 사의 이윤 창출에 한 공을 세웠다.바로 이러

한 당 출 문화의 맥락 속에서,출 사들이 존슨의  흑인이었던 남자 를

자서 으로 장시킨 채 출 하는 험을 감수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

다.요컨 ,앤드류스에 따르면 소설보다는 자서 장르가 미국의 백인들에

게 더 큰 흡인력이 있을 거라는 단 하에,존슨은 자신의 소설을 “자서

으로 장하여 하리라는”(maskedandmarketedasanautobiography)

한 결정을 한 것이다(xvi).

 흑인이었던 남자 가 ‘자서 으로 장’된 숨은 의도에 해 앤드류스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그러나 이는 외재 근일 뿐이다.내재

근은,존슨이 자서 의 양식을 끌어옴으로써 패싱의 주제에 얽힌 인종 문

제 계 의식 등을 이야기하는 데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것이

다.존슨이 ‘한 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패싱 서사를 자서 의 양식으로 서술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자서 의 고백록 인 성격과 패싱의 은 한 성격이

맞닿는 지 에서 발생한다.자서 은 근본 으로 고백록 인 성격을 띠는데,

이는 서양 자서 의 선조인 성 어거스틴(St.Augustine)의  고백 (Confession)

이 이후 고백 자서 통을 확립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이후,

장 자끄 루소(Jean-JacquesRousseau)는 성 어거스틴과는 달리 신앙 인 측

면에서가 아니라,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한

다는 자의식으로 충만한  고백록 (LesConfessions)을 썼다.요컨 ,자서

의 본질은 성 어거스틴이나 루소의 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 나라한 자

기 내면의 토로,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악하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의 내

면 의식을 그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자서 의 본질은,자신이 패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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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 그에 얽힌 자신의 내면을 나라하게 토로하는  흑인이었던 남

자 의 화자, 한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악하고자 노력하는 혼 인으로

서의 화자의 내면 의식과 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흑인이었던 남자 가

자서 양식으로 쓰인 효과는 극 화된다.

실제로  흑인이었던 남자 는 마치 고백록과도 같은 담담한 서술로 시작

된다.

이 을 으로서 나는 내 삶의 큰 비 ,지난 몇 년 동안 내

어떤 재산이나 소유물보다도 더 마음 쓰며 지켜온 비 을 스스

로 폭로하고 있음을 잘 안다.이 을 쓰도록 나를 충동질한 동

기가 무엇일까를 분석해보는 일은 내게는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아직 발각되지 않은 범인이 그 일이 자신에게

멸을 가져오리라 거의 확신하면서도 구에겐가 범행 사실을 털

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묘한 충동이 나에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Iknow thatinwritingthefollowingpagesIam divulging

thegreatsecretofmylife,thesecretwhichforsomeyearsI

haveguarded farmorecarefully than any ofmy earthly

possessions;anditisacuriousstudytometoanalyzethe

motiveswhichpromptmetodoit.IfeelthatIam ledby

thesameimpulsewhichforcestheun-found-outcriminalto

takesomebodyintohisconfidence,althoughheknowsthat

theactislikely,evenalmostcertain,toleadtohisundoing.

(1)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자의 비 ,즉 화자 자신이 패싱을 했다는 사실이,범

인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일에 비유된다는 것이다.이는 패싱을 한 혼

인의 ‘자서 ’이 기존의 백인의 자서 이나 흑인의 자서 과는 매우 다른 성

격의 것임을 시사하는데,이를 여타의 자서 의 서두와 비교해 보아도 극명

한 차이가 드러난다. 컨 ,“일 이 나는 조상의 일화를 즐겨 모아왔

다.”(IhaveeverhadaPleasureinobtaininganylittleAnecdotesof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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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stors.3)는 구 로 시작되는 벤 민 랭클린(BenjaminFranklin)의

 자서  (Autobiography)은,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조상에 한 일이라면

애써 수집했던 랭클린의 노력으로 시작되는데, 랭클린의 이러한 뿌리

찾기는 자신의 통의 비 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두

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한편,더 라스나 워싱턴의 자서 등, -노 의

자서 은 백인 노 주로 추정되는 아버지와 흑인 노 어머니로부터 태어

난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시작되는데,32)그들에게 통이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애에서 도달한 지 로서 측정할 게

아니라,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에 자기가 극복한 장애물로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이러한 으로 볼

때 흑인 아이가 불우한 인종으로 태어나서 그 인종과 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한 한 하

나의 이로운 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Ihavelearnedthatsuccessistobemeasurednotsomuch

by the position thatone has reached in life as by the

obstacleswhichhehasovercomewhiletryingtosucceed.

Looked at from this standpoint, I almost reach the

conclusionthatoftentheNegroboy’sbirthandconnection

withanunpopularraceisanadvantage,sofarasreallife

isconcerned.(Washington19)

32)“나는 메릴랜드 주 탤벗 카운티의 이스턴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힐스보로 부

근의 터카호에서 태어났다.”(IwasborninTuckahoe,nearHillsborough,and

abouttwelvemilesfrom Easton,inTalbotcounty,Maryland.15)로 시작되는

더 라스의 수기는,백인 노 주로 추정되는 자신의 아버지와 흑인 노 인 모계

족―어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에 한 이야기로 첫 장을 연다.워싱턴의

자서 은 “나는 버지니아 주의 랭클린 군에 있는 농장에서 노 로 태어났

다.”(IwasbornaslaveonaplantationinFranklinCounty,Virginia.)로 시작

된다(1).이어서 워싱턴은,노 제 시 의 흑인들은 그들의 조상 가족의 역사

나 족보에 해 정확히 알 도리가 없으나,자신의 아버지는 근처 농장에 사는

한 백인으로 추정되며,모계 족은 틀림없이 아 리카에서 미국으로 운반되어

온 노 들 틈에 끼어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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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백인의 자서 이나 -노 (ex-slave)의 자서 은 자신의 출신을 밝히

며 시작되는 반면,패싱을 한 -흑인(ex-coloredman)의 ‘자서 ’은 자신

의 출신과 련하여 필연 으로 마치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범인’의 고백

록과도 같이 시작된다는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자서 은 한 사람의 일

생을 다루는 이야기이기에 주로 출생에 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흑인이

었던 남자 는 이러한 자서 의 양식을 빌리되,조상이나 통이―자랑 거리

도 아니고,혹은 그 자체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아닌―일종의 ‘딜 마’가

되는 혼 인의 일생을 그리고자 하며,바로 이 지 에서 자서 의 양식과

패싱의 주제는 서로 긴 한 계를 맺는다.

이와 같이 자서 에서 명백하게 흑인성을 드러내는 더 러스나 워싱턴과

는 상반되게,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흑인성과의 계 설정을 매우 유

동 이며 불안정 으로 둔다.이것이 흡사 ‘범인’의 고백록과도 같은 이유는

앞서 듀보이스가 주창한 공 ·정치 인종 개념 강화에서 기인한 인종 불

충 개념으로서의 패싱과 무 하지 않은데,이는 백인 정체성과 구별되는 흑

인 정체성이 있다는 고정된 정체성에 한 제 하에 패싱이 해석되기 때문

이다.따라서 앞서 서론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인종 반이라는 패싱의

개념은 정체성이라는 기 하의 인종 본질 개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이

논문은 (백인 진 에서의)인종차별과 (흑인 진 에서의)인종 불충 사이에

서 패싱이 필연 으로 ‘범행’이 될 수밖에 없는  흑인이었던 남자 의 딜 마

를 탐구하면서,차별과 불충 사이에 낀 뮬래토의 상황을 패러디하는 텍스트

로서 이 작품을 읽고자 한다.즉 흑인도 백인도 아닌 뮬래토가 하나의 인종

범주로 규정되어 차별을 당하거나,불충을 범한다고 비 받던 당 의 상

황을 비평 으로 재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먼 기존의 비평이 흑인 자서 통 상에서  흑인이었

던 남자 를 바라보는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스텝토가 주목하는 화자

의 특성은 웅 내지는 공 인 목소리를 창조해내지도,이를 창조할 책임

을 떠맡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가졌다는 것이다.그에 따르면,존슨의 목 은

더 러스와 듀보이스의 내러티 를 차용하면서도,아니 오히려 그들의 서

를 차용함으로써 이들과는 조되는 ‘무능함’의 내러티 를 만들어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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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스텝토에게는 이러한 화자의 무능함이 흑인 인종에 한 반역으로

해석된다.스텝토는 이와 련하여 한 일화를 제시한다.그에 따르면,화자

가 처음 살았던 집 앞마당은 상징 인 장소로서 “제의 공간”(aritual

space)이라 할 수 있는데,그 이유는 그곳이 그가 태어난 장소이자,더 나아

가 그가 태어난 공동체의 장소라는 공간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Stepto

100).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때,화자가 이러한 의미 있는 공간에서 병

들(bottles)―스텝토는 흑인 술사학자 로버트 F.톰슨(RobertF.Thompson)

을 인용하여 다채로운 유리병을 ‘심는’행 는 미국에서의 아 리카인의 생

존을 함의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을 내는 행 는,자신의 유산(heritage)

을 공격하는 천진한,그러면서도 동시에 괴 인 행 라 할 수 있다.여기

에서 그가 병들을 내는 행 의 의도는 그 병들이 꽃처럼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함인데,이는 그의 행 에 아이러니한 의미를 더하면

서,그의 천진한 괴 행 가 지닌 비극성의 깊이는 더해지도록 한다.이는

화자가 앞으로 미국 흑인 문화에 근하면서 범하게 될 오도된 시도들을

시하는 것으로서,스텝토는 이러한 오도된 시도들 하나로 “옛 남부의 노

래”(oldSouthernsong)를 “클래식 형태”(classicalform)로 변환하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을 로 든다(101).다시 말해,화자의 이러한 행 들은 본연의

흑인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을 가로 한,일종의 실험이라는 것이다

(Stepto101).어린 시 화자는 흑인 문화와 마주하면서 몇몇 잘못을 범하

는데,이에 해 범한 일련의 잘못에 해,그의 어머니는 일종의 흑인 문화

의 수호자로서 그에게 체벌을 가한다.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한 체벌은

매우 강렬하여,이는 그의 기억 속에 “ 원히 지워지지 않고 고정된 채

로”(indeliblyfixed)남게 되는데(2),불행히도 그는 이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는 못한다.다시 말해,스텝토의 표 을 빌리면 화자는 그가 겪은 경험

의 “기호학 의미”(semiologicalmeaning)를 읽어내고 악하는 데 실패하

는 것이다(101).스텝토는 이를 자신의 삶의 사건들을 “읽어내지”(read)못하

는 화자의 “만성 무능력”(chronicinability)이라고 비 한다(114).즉 스텝

토가 말하는 화자의 무능력이란 흑인으로서 자신의 인종에 한 행 능력

의 부재뿐만 아니라,자신의 행동에 담긴 인종 ·문화 의미를 읽어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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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그는 자신이 왜 어머니로부터 벌을 받았는지 결코 그 이유

를 깨닫지 못했기에,추후 그가 유럽으로부터 돌아와 단지 실험의 목 으로

옛 남부의 노래를 “ 멸”(uproot)시키고자 할 때,그는 흑인의 문화 ·

술 양식에 동일한 ‘죄’를 범한다(Stepto101).스텝토에 따르면,병들을 뿌

리째 낸 행 에 한 체벌이 어머니로부터의 체벌이었다면,흑인의 술

양식을 ‘멸’시키고자 했던 화자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체벌”(terrific

spanking)은 그가 린치를 목격함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 채 질”(psychological

whipping)이다(101).요컨 ,스텝토에 따르면 화자의 무능함,천진함과 흑인

인종에 한 반역은 이처럼 교직된 채 하나의 얼개를 이룬다.

스텝토가 지 하는 화자의 무능함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다.화자는

자신의 삶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족의 텍스트―특히 듀보이스의

 흑인 민 의 혼 ―에 한 무지를 드러낸다.그 결과,자신의 종족을 이

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그의 행 는 듀보이스의 행 와 극 인 조를

이룬다.이와 련하여 스텝토는 존슨의 서사 략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

성은 이러한 강렬한 조를 통해 독자로 하여 듀보이스의 탐색 화자와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를 비교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지 한다.

일례로 스텝토는 존슨이 듀보이스의 텍스트를 차용하고 있는 장면을 제시한

다.스텝토에 따르면,존슨은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 남부 행 기차를 탄 화

자가 남부의 “붉은 땅”(redearth)을 맞닥뜨리는 순간을 묘사하는데,이때 존

슨은  흑인 민 의 혼 에서 남부 행 기차를 탄 듀보이스가 조지아의 “진

홍색 흙”(crimson soil)을 맞닥뜨리는 순간의 풍경 묘사를 차용하고 있다

(114-15).이 두 풍경 묘사 장면은 내용,용어 선택,구문,그리고 붉은 색의

상징 사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병치를 이룬다(Stepto116).그러나 스

텝토가 지 하듯,주목할 것은 이 두 장면에서 각각의 화자가 지닌 태도의

불일치이다.두 화자는 공통 으로 남부의 붉은 지와 마주하지만,듀보이

스의 화자가 남부 땅을 바라보며 “이곳은 역사 땅이다.”([T]hisishistoric

ground.)라며 그 땅이 지닌 시공(時空) 의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

면(82),존슨의 화자가 남부 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역사의식의 부재가 고

스란히 드러난다.즉 남부를 바라보는 듀보이스의 시선에 자신이 짊어져야



-92-

하는 역사 사명에 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존슨의 화자의 머릿속에는

그 재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진창으로 변해버린 “통행할 수 없

는”(impassable)애틀랜타의 도로에 한 생각뿐이다(38).이처럼 남부 땅을

바라보며 각각 “역사”(history)와 “진흙”(mud)이라는 양극단의 이미지를 떠

올리는 두 화자의 조 태도는,곧 “한 문화의 제의 땅”(aculture’s

ritualground)으로서의 남부에 해 두 화자가 보이는 본능 인 반응을

조 으로 잘 제시해 다(Stepto116).

곧이어 등장하는 노새 장면은 존슨의 화자의 역사 인식 부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 다.화자는 조지아의 진창길에 빠진 노새를 사람들이 구

해내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여기서 그는 그 “방 자”(bystander)에 지나지

않는다(Stepto116).스텝토는 이처럼 방 자에 지나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린치 장면과 연결 짓는다.즉 노새 장면이 이후 벌어질 끔 한 린치 장면을

시하는 것인데,이 두 장면에서 화자는 공포 앞에서 얼어붙어 입을 다문

방 자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특히 미국의 역사 문학에 비춰봤을 때,

험에 빠진 노새와 린치를 당하는 흑인은 여 히 존재하는 오랜 문화

행 속에서 깊은 상 계를 맺고 있는데,화자가 이 둘을 연 짓지

못하는 것은 그의 역사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Stepto116).스텝토는 화

자의 역사 인식의 부재에 해,화자의 생각이 온통 스스로에게만 집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 지향 이기에 단지 표면(surface)만을 보는 인물이

며,이것이 그가 추후에 장(disguise)의 귀재가 되는 이유라고 말하며 그

를 비 한다(116).요컨 스텝토의 주장에 따르면,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

존슨의 핵심 인 서사 략은 화자로 하여 자신의 삶의 사건들,뿐만 아

니라  흑인 민 의 혼 과 같은 자신의 종족의 텍스트를 오독하게 함으로

써 화자의 실패를 조명하는 것이다.다시 말해,존슨의 서사 략에서 그가

의도하는 것은,단지 표면 인 상에만 집착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그의

화자가 듀보이스의 화자보다 웅 이지 않은 범인(凡人)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Stepto118).

화자가 린치 장면으로부터 도피해 뉴욕에 당도하여 자신의 인종 정체성

을 장하고 이름을 바꾼 채 살아갈 때,그의 도피는 기존의 흑인 노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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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노 의 굴 를 벗는 신분 상승과 병치를 이룬다.그러나 이 둘을 비

교해보면,화자의 신분 상승은 기존의 흑인 노 서사에서의 신분 상승의

“왜곡된 표 ”(skewedexpression)이라 할 수 있다(Stepto104).즉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장한 채 살아가는 화자의 신분 상승은, 컨 더 러스

혹은 워싱턴과 같이 -노 로서의 공 인 삶을 살아가는 신분 상승을 이

낸 기존의 흑인 노 서사와 극명한 조를 이루기 때문이다.스텝토에 따르

면,주목할 것은 존슨의 의도가 단순히 그의 화자를 기존의 흑인 노 서사

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것이 아니라,화자의 성격과 경험을 기존 서

사의 소 ‘웅’들의 이미지와 병치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 이 둘의 차

이를 극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104).다시 말해,존슨은

기존 노 서사의 형식을 차용하되,그것을 기존의 것과는 비되는 의도를

가지고 차용하여,화자의 ‘반 웅’(non-hero) 인 모습을 두드러지게 한다.

화자가 겪는 험과 고역은 기존의 서사와는 달리 그 자기 심 이고 은

한 특성 때문에 결코 웅 으로 제시되지 않는다.스텝토는 흑인문학에서

 흑인이었던 남자 가 하는 상은,이와 같이 화자가 보여주는 ‘반 웅’

면모에 한 명시 인 검토,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웅’의 함축 개념에

한 검토에 기 고 있다고 주장한다.다시 말해,기존의 흑인 노 서사와는

상반된 화자의 면모,즉 화자가 보여주는 반 웅 인 독특한 면모는 독자들

로 하여 웅의 개념에 한 확장 인 사고로까지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발 리 스미스(ValerieSmith)가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를 바라보는

도 스텝토와 크게 다르지 않다.스미스가 바라보는 화자는 그의 계 과

밝은 피부색 덕분에 ‘흑인성’(blackness)의 의미와 부담,그리고 책임감을 회

피하고 마치 백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물이다(88).스미스에 따르면,그가

자신의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의

주된 특징인 ‘회피’와 맞닿아 있으며,스미스는 이를 “습 인 회피”(habitual

evasiveness)라는 표 으로 비 한다(94).더 나아가 스미스는 익명의 자서

이라는 설정 자체가 화자로 하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

신의 정체성에 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기 한 존슨의 설정이라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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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한 스텝토처럼 존슨의 소설이 기존 노 서사의 형식을 차용하

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스텝토가 기존 노 서사를 차용하는 존슨의 의도에

해 그 차용이 기존 노 서사와는 달리 무능한 화자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스미스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존슨

의 차용이 기존 노 서사의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컨 ,화

자가 자신의 출생지 내지는 부모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두에 해,스미스는 이것이 명확히 기존의 노 서사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지만,이 두 ‘침묵’의 수사의 의도는 크게 다름을 지 한다.기존 노 서

사에서 침묵의 수사가 개되는 이유는 먼 자신의 출생지에 해 알지 못

하는―노 제라는 제도 억압으로 인해―노 의 모습을 통해 노 제의 잔

혹함을 두드러지게 하기 함이다.뿐만 아니라 -노 인 자신은 물론 자

신의 흑인 친구들,친척들을 비롯한 지인들을 보호할 필요성 한 침묵의

수사의 큰 이유 하나이다.반면 존슨의 화자의 상황은 기존 노 서사의

화자들이 처해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남북 쟁 이후 태어난 존슨의 화

자에게는 그가 보호해야 할, 존하는 흑인 지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그

자신 한 노 제 내지는 도망노 송환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

가 없다.이러한 이유로 스미스는 그의 침묵의 수사가 오히려 백인으로서의

자신의 공 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함은 물론,자신의 백인 지인들이 곤란

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함이라고 지 한다(92).요컨 스미스

에 따르면,존슨이 기존의 노 서사를 비틀어서 차용하는 것은,그의 화자가

자신의 흑인으로서의 인종 정체성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함이다.

이상 흑인 자서 통의 맥락에서  흑인이었던 남자 를 분석한 스텝토

와 스미스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자는 존슨의 화자가 기존의 텍스트를 오

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후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오독이 화자의 인종

자기 오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본다.스텝토와 스미스의 연구는 흑인 자서

통의 맥락에서  흑인이었던 남자 의 서사구조를 조명하고 기존의 노

서사와의 상호텍스트성의 의미를 면 히 분석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요한

지침이 되어왔다.그러나 스텝토와 스미스처럼 존슨의 화자를 반드시 무능

한 화자 내지는 인종 자기 오를 내재한 민족의 배반자로 치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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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컨 ,옛 남부 노래를 클래식 형태로 변환하

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을 스텝토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흑인의 문화 ·

술 양식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반문해볼 수 있다.33)

다시 말해 흑인과 백인의 통이 동시에 내재한 ‘끼인’존재로서의 화자가

옛 남부 노래를 클래식 형태로 변환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자연스러운’행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텝토와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이 화자가 흑인 인종 흑인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그것을 화자의 인종

불충으로 여긴다.더 나아가 그들은 이를 화자의 도덕 가치 평가의 기

으로 삼기도 하는데,이러한 비평들은 모두 일 된 본질론에 갇힐 수 있는

험을 내재한다. 컨 ,스미스는 인종 갈등 상황을 면하지 않으려는

화자가 진실을 직면하는 데 겁이 많고 무능한 그의 어머니의 성정을 닮았다

고 비 한다(98).화자의 어머니가 그녀와 화자 모두 흑인이라는 사실을 결

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자신이 ‘검둥이’인지를 묻는 화자에게 그녀는

화자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구 못지않게 훌륭한 애야. 가 검둥이라 불러도 무시

해버려.”[...]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이 게 물었다.“좋아,

엄마,내가 백인이야?엄마도 백인이야?”어머니는 떨리는 목소

3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랙타임을 클래식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행동에 해서

스텝토는 흑인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내지는 단지 실험의 목 으로 옛 남부

노래를 ‘멸’시키는 것이라고 비 한다. 한 스미스는 “백인으로의 패싱을 결정

한 것은 창조 인 표 이 샘솟는 자원과의 단 이다.”([T]hedecisiontopassfor

white closes offa resource from which creative expression mighthave

sprung.)라고 비 한다(51).스텝토와 스미스뿐만 아니라 화자의 패싱과 술가로

서의 활동을 연 짓는 이와 유사한 맥락의 비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를

들어 모리스 J.오설리번 주니어(MauriceJ.O’SullivanJr.)는 이를 두고 “랙타임

을 랙타임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근본 인 [화자의]무능”(afundamentalinability

toacceptragtimeasragtime)이라고 평가하며,“흑인의 것을 탈색시킨 것”(a

bleachingoutwhatisblack)이라고 비 한다(Pfeiffer67재인용).조셉 T.스

렛 주니어(JosephT.SkerrettJr.)는 화자의 패싱이 “그의 문화 정체성과 술

창조성을 말살한 것”(hasannihilated both hisculturalidentity and his

artisticcreativity)으로 본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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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답했다.“아니 엄마는 백인이 아니야.하지만 는,네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분이셔.네 몸속

에는 남부의 가장 훌륭한 피가 [...]”나는 악을 쓰듯 따져 물

었다.“아버지는 구야?어디 있어?”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

듬으며 말했다.“언젠가 아버지에 해서 이야기해주마.”“난 지

알고 싶어.”나는 흐느끼며 말했다.어머니가 답했다.“아니

야,지 은 아니야.”

"Youareasgoodasanybody:ifanyonecallsyouanigger,

don’tnoticethem"[...]Istoppedherbyasking:"Well,am

Iwhite?Areyouwhite?"Sheansweredtremblingly:"No,I

am notwhite,butyou―yourfatherisoneofthegreatest

meninthecountry―thebestbloodoftheSouthisinyou―"

[...]Ialmostfiercelydemanded:"Whoismyfather?Where

ishe?"Shestrokedmyhairandsaid:"I’lltellyouabouthim

someday."Isobbed:"Iwanttoknow now."Sheanswered:

"No,notnow."(12)

물론 스미스의 지 은 화자로 하여 한방울법칙이라는 당 의 실을 직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스미스의 지 이 그 자체로 흑백의 본질을 양분화하는 한방울법칙에

기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야 한다.다시 말해,한방울법칙을 통해

화자 자신이 흑인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더 나아가 그 결과 자신에게 어떠

한 운명이 주어질 것인지를 그가 인지하고 이에 당당히 직면해야 한다는

에서 스미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한편으로 화자의 어머니가 흑인이

므로 화자 한 흑인이라는 스미스의 주장은 한방울법칙의 허구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기도 하다.요컨 ,화자에게 아버지의 통을 이어받았으니

그가 백인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주장만큼이나,어머니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 한 흑인이라는 스미스의 주장도 문제 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이 장면에서 화자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 “탐”의 리 패

싱을 시도했던 록시의 모습을 상기시킨다.아버지의 에섹스 통을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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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탐”을 가장 고귀한 통으로 격상시키는 록시와 같이,화자의 어머니 역

시 아버지의 통을 거론하며 화자를 고귀한 존재로 격상시킨다.물론 자신

의 흑인 통을 부끄러워하며 아들에게 백인의 자랑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

음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미스가 비 하는 것처럼 그녀의 무능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그러나 록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어

린 아들로 하여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비참한 운명을 피하게 하고자 하는

그녀의 모습을 단순히 겁이 많고 무능하다고 비 하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자를 ‘무능한 화자’내지는 ‘민족의 배반자’로 간주하는 분석

은 혼 인인 화자가 반드시 흑인 편에 서야만 한다는 제를 깔고 있는 것

이며,더 나아가 그가 흑인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도덕 으로 부 하다고

단하는 것이다.앞서 살펴본 ｢인종의 보존｣에서의 듀보이스의 작업에

해 아피아는 그가 인종이라는 개념에 도덕 이고 형이상학 인 의의를 부여

하고 있다고 지 한 바 있는데(1986,29),스텝토나 스미스의 분석은 이처럼

인종 개념을 도덕 으로 분석하고 있는 비평의 라고 할 수 있다.카와쉬

는 이와 련하여 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카와쉬는 화자가 문화,

술,그리고 그의 역사 을 통해 ‘흑인성’(blackness)과 맺고 있는 문제 인

계에 해,스텝토의 독법은 이를 “비극 인 실패”(atragicfailing)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147).카와쉬에 따르면,화자의 ‘실패’에 주안 을

두고 있는 스텝토의 독법이 제하고 있는 것은 화자의 “고유의 유산과

통”(properheritageandtradition)이다(147).즉 스텝토는 “진짜 본래의 흑인

성”(authenticoriginaryblackness)을 제해두고,화자를 이에 해 충성을

버린 인물로 간주하는데,카와쉬는 이러한 견해가 고정된 흑인성을 상정

함으로써 백인으로의 패싱을 단순히 그의 ‘진짜’흑인 정체성으로부터의 탈

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 한다(147).주목해야 할 것은 한방울법칙에

의해 (흑인의 통을 일부 이어받았으므로)‘검둥이’로 규정되는 것과 유사

한 맥락에서,‘진짜 본래의 흑인성’을 제함으로써 (흑인의 통을 일부 이

어받았으므로)마땅히 흑인으로 규정되는 것 한 인종 억압일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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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카와쉬는 화자가 자신의 패싱 사실을 범행에 비유하여

고백하는 도입부의 인종 반과 죄의식의 표 이 과 함을 지 한 바 있

다.카와쉬는 화자가 패싱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법의

힘,즉 사회 원칙에 항하는 것이 죄의식을 낳는 상황은 이해할 법 하나,

이는 패싱을 통해 그가 범한 행 와 비교해볼 때 어울리지 않게 과장되어

있음을 지 한다(1997,150).카와쉬의 말에 첨언하자면,이러한 과장은 곧

그의 패싱이 인종 반의 죄도,인종 불충의 죄도 아님을 역설 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 화자가 애틀랜타를 여행하던 도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이때 흑인 짐꾼이 화자를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듯이 근하지만,추후에 그가 강도 음이 드러난다.이는 결코 (흑인 인종

의)인종 충성심의 강화가 이 소설의 주제가 아님을 말해주는 사건으로서,

작가는 이러한 사건을 소설 간에 배치시킴으로써 인종 반 내지는 인

종 불충에 한 반부의 과장된 죄의식과 결말부의 낭만화된 죄의식을

희석시킨다.

혼 인이 겪는 ‘딜 마’는 자신의 인종을 ‘선택’할 수 있는,노 해방 이

후 혼 인들의 달라진 상황과 깊은 련이 있다.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노 해방 이후 흑인들의 이주,그로 인해 획득된 익명성으로 인해 패

싱이 노 제로부터의 탈주의 문제가 아닌,생존을 한 선택의 문제가 되었

기 때문이다.앞 장에서 살펴본 19세기의  바보 슨 이 인종 간의 치를

뒤바꾸는 연극 상황을 연출하여 패싱의 주제를 다루었다면,20세기의 존

슨에 들어서는 본격 으로 인종 정체성의 선택과 직 으로 결부되는 패

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특히 이와 련한 혼 인들의 ‘내면 심리’를 다

루는 데 천착한다.즉, 바보 슨 의 경우 “탐”의 패싱이 자발 인 것이

아니기에 흑인의 통을 받고 태어난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 한 “탐”의

존재 독백이 주를 이룬다면,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의 서술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흰 피부의 흑인’으로서의 고심을 다룬 내

면 독백이 주를 이룬다.

밝은 피부색의 혼 인인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자신의 인종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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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백인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등학교 교실에서의 충격 인 사건을 통

해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그는 학창 시 의 그 사건을 다

음과 같이 회고하며,그 때의 그 사건이 이후의 삶에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곧 지배해왔음을 밝힌다.

그래서 이따 나는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의 기 같은

이가―정말이지 다른 세계로의 이 으므로―이루어진 그

주일,그 날,그 시간을 거듭 살곤 한다.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

람의 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되었고,하나의 지배 이고

인 념,그 힘과 무게가 더 커져서 결국 거 한 하나의

실체 사실이 되어버린 그 념을 통하여 나의 생각이 채색되

고,그 념에 의하여 나의 말이 지배되고,그 념에 따라 나의

행동이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AndsoIhaveoftenlivedthroughthathour,thatday,that

week,inwhichwaswroughtthemiracleofmytransition

from one world into another;forIdid indeed pass into

anotherworld.From thattimeIlookedoutthrough other

eyes,my thoughts were colored,my words dictated,my

actionslimitedbyonedominating,all-pervadingideawhich

constantly increased in force and weight untilIfinally

realizedinitagreat,tangiblefact.(14)

이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을 뜬 것은 단순한 흑/백의 이

가 아니라,“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의 기 같은 이,”“ 다른 세

계로의 이”라는 주인공의 표 처럼 충격 인 사건이었으며,이는 이후 그

의 삶을 짓 르는 삶의 무게가 된다.이처럼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의 패싱

의 주제는 노 제 시 를 배경으로 한 패싱 소설들과 비교하여 주인공의 세

계 의 환을 비롯한 내면 심리의 환을 보다 더 깊이 담아낸다.

 흑인이었던 남자 는 화자가 흑인 음악가로서 흑인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비장한 결심,뉴욕으로 돌아와 한 백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와 결

혼한 후 결국 백인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 등,화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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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방황의 이야기를 통해 곧 그의 내면세계를 추 한다.특히 그가 한

백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와 결혼하는 과정은 자신의 인종을 ‘속이고’

그녀에게 청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을 것인

가 하는 고뇌,즉 주인공이 “내 일생에 가장 힘겨운 투쟁”(thehardest

struggleofmylife,146)이라 일컫는 내면 고뇌를 동반한다.이 듯 존슨

이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겪는 외 사건에

한 묘사라기보다는,그러한 사건이 화자의 내면세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

되어 화자의 삶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요컨 ,혼

인에게 주어진 인종의 선택권은 한방울법칙에 의해 혼 인에게 강요된 정

체성의 억압과는 다른 성격의 억압이라 할 수 있는데,이러한 억압과

련한 혼 인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 데 1인칭 화자의 자 서술만큼 더

효과 인 서술 방법은 없을 거라는 에서  흑인이었던 남자 는 자서 이라

는 장르와 긴 하게 얽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의 자서  

이라는 제목은 흑백의 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임을 알 수 있다.즉 -노 (ex-slave)라는 표 과는 달리 -흑인(ex-colored

man)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 이라는 이야기이다.노 의 신분이었던 사

람,그러나 북부로의 도주를 통해 지 은 그 신분을 벗어나게 된 사람이

-노 라면, -흑인은 에 흑인이었다가 지 은 흑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

는 것인데,흑인과 백인이 되는 것이 도주와 같은 실질 인 사건과는 거리

가 먼,상태 인 것임을 고려해볼 때, -흑인이라는 표 자체는 모순이 된

다. 한 이 소설의 화자는 에 흑인이었고 지 은 백인인 존재가 아니라,

원래 ‘흑인도 백인도 아닌’뮬래토 다.따라서 그가 긴 (물리 ,정신 )여

정을 통해 ‘흑인도 백인도 아닌’존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 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그는 패싱을 통해 ‘진정한’고유

의 흑인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요,그의 ‘진정한’정체성인 흑인성으로

부터 일탈을 감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즉 애 부터 그는 ‘흑인도 백인

도 아닌’존재인 것이다.요컨 ,이 소설은 구획된 것으로서의 인종 차별

이나 인종 불충 모두를 거부하며,이를 패싱이라는 소재를 통해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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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흑인이었던 남자 가 인종 정의(definition)

의 문제를 독자의 인식의 층 로 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흑인’이었다

가 ‘흑인도 백인도 아닌’존재임을 선언한 화자는,‘백인’이 되는 결말에서 자

신의 인종 불충에 한 한탄을 슬그머니 독자에게 어 다.과연 그의

패싱이 (백인의 입장에서)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기만하고 가짜 정체성을

흉내낸 것인가,(흑인의 입장에서)자신의 고유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고

인종 불충을 지른 것인가라는 물음은,독자의 인식 속,견고한 인종 경

계선을 흩뜨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인 없는 ‘자서 ’―랙타임 연주가의 ‘불 화음을 내포한

화음’

왜 자서 인가라는 의문에 한 이어지는 답변은,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가 걸어간 흑인 지도자로서의 여정과 련이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흑인 사회 내부의 계 분화와 흑인 산층의 두 등,노 해방 이

후 인종의 계 재배치는 패싱의 주제에 큰 향을 미친다.패싱은 더 이

상 노 /노 주의 계 구도로부터 탈출하기 한 것이 아니라,흑인의 뿌

리를 유지한 채 살아갈 것인지,흑인 산층,궁극 으로는 백인 산층으

로 진입할 것인지의 선택과 련한 고심이 수반되는 행 가 된다. 지

어의 표 을 빌리면,특히 당 흑인 산층의 고심은 고립된 흑인 세계와

백인 세계의 인정에 한 갈망 사이에서의 “지 에 한 병리학 인 투

쟁”(pathologicalstruggleforstatus)에 가까웠다(213).

앞서,휴즈 워커가 비 한 흑인 산층은 흑인 사회 체에 심을

쏟기보다는 자신이 흑인 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회피하고,궁극 으로

백인 산층을 자신의 지향 으로 삼은 채 편 한 계 이익을 추구하면

서 실에 안주하는 소시민(petit-bourgeois)이다.특히 지어는 이러한

흑인 산층을 흑인의 인종 통을 뿌리 채 뽑는 존재로 간주하고,그들

에게 “궁극 동화의 꿈에 유혹당하지”(seduced by dreams offinal

assimilation)말 것을 요청했다(Platt83-84재인용).이는 지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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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흑인 산층 동료들―빈곤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충분히 리하고

충분히 운이 좋은―에게 그들의 문화 뿌리를 항상 기억할 것을,그리고

그들의 “사회 책무”(socialobligation)를 다 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Platt83).

반면, 지어가 비 하는 흑인 부르주아와 조되는 경우가 사회

책무의 부름에 응한 워싱턴,듀보이스 등의 지도 인물이었다.그들은

마다 흑인 리더십의 요한 한 양상을 보여주었고,흑인 민 들을 한 자

신의 생애와 리더십에 한 견해를 자서 을 통해 밝힌 바 있다.존슨 역

시 흑인 최 로 미국흑인지 향상 회(NAACP)의 수장인 사무총장에 선임

되었던 지도 인물로서, 한  이 길을 따라 라는 자서 을 출간한 바 있

는 인물로서,흑인 리더십에 한 견해,이와 더불어 리더십과 자서 과의

계 등에 한 깊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존슨의  흑

인이었던 남자 는 자서 의 양식을 빌려 흑인 산층 화자의 지도자 여

정을 탐색한다는 에서,당 화두 던 흑인 산층의 역할,흑인 리더십

에 한 논쟁 등과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어린 시 소 성공한 유색인에 한

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찾아 읽는다.그의 웅은 다윗 왕(KingDavid)

과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더 루스(RoberttheBruce) 지만,그가 자신

의 인종 정체성을 깨닫게 된 날 이후 드릭 더 라스가 그의 명 의

당에 모셔진다.그는 심지어 알 상드르 뒤마(AlexandreDumas)가 유색인

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MonteCristo)과  삼총사 (The

ThreeGuardsmen)를 다시 읽으며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그의 꿈은 막

연하게나마 커서 훌륭한 사람,아니 “훌륭한 흑인”(agreatcoloredman)이

되고,흑인종에게 로운 일을 하는 것이었다(32).그는 성장해가며 흑인

작곡가가 되어 흑인 민 을 변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기도 하지만,종

국에는 백인으로의 패싱을 택하여 오로지 돈만을 좇으며 백인 산층의 삶

에 안착하게 된다.그는 자신의 삶을 부커 T.워싱턴의 삶과 비교하며 자

신의 삶이 얼마나 라하고 이기 인지를 술회하고,자신이 워싱턴처럼 흑

인을 지도하는 스러운 일에 가담할 수 없었음을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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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에서  흑인이었던 남자 가 당 흑인 지도자들의 자서 들과

차이를 갖게 되는 지 이 드러나는데,그것은 바로  흑인이었던 남자 가

이처럼 ‘인 없는 자서 ’이라는 이다.사실 자서 이 읽히는 이유는,실

제 인물이 겪은 일을 본인이 직 이야기하는 데서 느껴지는 개인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그(녀)의 알려진 공 업 에 한 흥미 때문이기도 하

다. 컨 ,회고록(memoir)이 개인의 생애에서 특히 요한 사회 활동 부

분을 집 으로 조명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공 인 업 에 한 독자들

의 심과도 깊은 연 이 있다.그러나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부커

T.워싱턴처럼 흑인 민 을 해 공헌한 인물이 아니라는 에서 자서

을 읽는 독자들의 일반 인 심사를 벗어나며, 한 동시 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자신의 공 을 길이 하고자 하는 자서 자의 일반

인 목 에서도 크게 비껴서 있다. 흑인이었던 남자 는 첫 장부터 자신의

‘범행’과도 같은 비 을 고백하며 시작하여,마지막 장에서는 자신이 동족

을 배신한 ‘겁쟁이’내지는 ‘배신자’라는 자각 속에 끝을 맺는다.

이는 물론 기존의 자서 이 좌 과 실패의 기록을 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기존의 자서 역시 개인이 거둔 성공과 업 은 물

론이요,좌 과 실패 한 충분히 드러낸다.그러나 이는 다만 성공을 향해

치닫는 와 에 존재하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같은 것으로서 그(녀)의 궁

극 인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에서, 흑인이었

던 남자 의 좌 과 실패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에 주목한다

면,이제 이 ‘인 없는 자서 ’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자서 은 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로 ‘구성’한 장르라 할

수 있는데,특히 민족 지도자의 자서 의 경우에는 당 독자들의 기 ,그

리고 이를 의식한 자,거기에 시 요청까지 더해지기 때문에,어떻게

쓸 것인지,어떻게 읽을 것인지의 문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로

울 수 없다.즉,민족 지도자의 자서 은 이처럼 정치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개인 목 보다는 공 목 을 한 담론 성격을 띠는 의도 이고 수사

인 구성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흑인 지도자의 자서 도 이에 해당되는데,

그들의 자서 은 흑인 독자뿐 아니라 백인 독자,편집자,후원자 등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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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데 어우러져 구성된 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요한 것은,당 의 흑인 자서 들이 구성된 산물이라는 이 아니라,

흑인 자서 들이 출간되던 시 에 자서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간된 ‘

인 없는 자서 ,’ 흑인이었던 남자 가 갖는 목 과 의의이다.‘인 없는 자

서 ’은,익명의 화자가 당 실존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때 지도

자를 꿈꿨던 허구의 인물이라는 에서,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자서

의 문학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화자 역시 민족

지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특히 민족의 지도자는

그가 지닌 표성 때문에 지도자는 곧 민족이라는 등식으로 수렴되곤 하는

데,지도자가 되지 못한  흑인이었던 남자 의 익명의 화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에 한 이야기를 출간함으로써 부과되는 제약으로부터 비껴

서 있을 뿐 아니라,흑인 지도자로서의 책무로부터도 비껴서 있다.즉, 흑

인이었던 남자 가 ‘인 없는 자서 ’으로서 얻는 효과는,자서 이라는 타

이틀을 걸고 흑인 지도자로서의 여정을 그리되,소설이라는 허구 공간

속에서 그려낸 ‘인 없는 자서 ’을 통해 내러티 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이라 생각된다.

민족 지도자의 자서 이 필연 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면,반면 구성된

것임을 자인하는 한때 흑인 지도자를 꿈꿨던 남자의 ‘자서 ’은 사실성의 제

약 지도자 책무의 억압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까운 ‘사실성’

을 확보할 수 있는데,그것은 바로 화자 내면의 사실성이다.즉,사실성의

규범을 요하는 자서 보다 제약과 책무를 배제한 ‘인 없는 자서 ’에서,

화자의 내 모순이나 갈등 등,그 내면의 고백의 여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34)

34)콜리어는  흑인이었던 남자 가 두 개의 여정의 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데,하나는 물리 여정이고,다른 하는 심리 여정이다.콜리어에 따르면,이 둘

은 병치를 이룬다.특히 백인의 의식을 지닌 하얀 피부의 혼 인 화자가 흑인의

뿌리 찾기를 시도하다가,결국 의식 으로 백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까

지의 심리,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흑인으로서의 죄의식과 우려를 짊어지고

있는 그의 심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외된 아웃사이더로서의 그의 심리 여정을

“심리 오디세이”(apsychologicalodyssey)라고 칭한다(366).콜리어의 이러한

표 은  흑인이었던 남자 의 심리 여정이 지닌 요성을 강조하는 표 이라고

생각된다.



-105-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논리 정연한 자아와는 거리가 있으며,

한 자신의 인종의 의명분을 해 강한 신념을 일 되게 고 나가는 흑

인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다.다시 말해,그 스스로 인정하듯 그는 “ 원한

정의의 원칙”(theeternalprinciplesofright)을 고수하는,비록 패배를 당

하더라도 결국은 “승자”(victors)가 될 흑인 지도자와는 조 인 인물이다

(154).이는  흑인이었던 남자 의 마지막 장에서 언 되고 있는 표 흑

인 지도자 워싱턴의 자서 과 비교해 보아도 극명하게 드러난다.워싱턴이

그의 자서 에서 자신이 흑인 인종에 속해 있음이 자랑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면(20),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어릴 훌륭한 흑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한편,흑인 하층민을 보면 오감을 느끼기도 하고,결국 흑인이

린치를 당하는 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이러한 흑인 인종의 일원이라는 사

실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즉,그는 일 성보다는 내 모순과 애매함

으로 규정되며, 흑인이었던 남자 는 이러한 화자의 불확실성을 기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흑인이었던 남자 에는 다만 지도자의 길과 소시민의 삶 사이에서,공

인 삶과 이기 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충동에 이끌리는 한 혼

인 산층 화자가 존재할 뿐이다.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는 여타의 자서

에서처럼 ‘개인의 발견’이 자연스 공 인 삶에 한 공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오히려 화자는 흑인 인종을 해 공헌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조

차도 이기 인 책동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내 하게 고백한다.

나는 음악이 내가 아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

장해 거라고,그러나 내 친구의 의견과는 달리 백인 작곡가

보다는 흑인 작곡가로서 주 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미국 흑인들의 기쁨과 슬픔,희망과

야망을 고 음악 형태로 변해보고 싶은 비이기 인 욕구

에도 향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I argued that music offered me a better future than

anythingelseIhadanyknowledgeof,and,inoppositionto

myfriend’sopinion,thatIshouldhavegreaterchancesof



-106-

attractingattentionasacoloredcomposerthatasawhite

one.ButImustownthatIalsofeltstirredbyanunselfish

desiretovoiceallthejoysand sorrows,thehopesand

ambitions,oftheAmericanNegro,inclassicmusicalform.

(107-08)

 흑인이었던 남자 에서 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화자의 내 여정의 여

실한 기록이다.‘훌륭한 흑인’이 되기를 꿈꿨던 어린 시 의 화자,흑인 인

종을 한 공 인 삶과 소시민으로서의 이기 인 삶 사이에서의 갈등,결

국 자신의 꿈과 인종을 포기하게 된 계기,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의 심에

놓여 있었던 산층 혼 인으로서의 딜 마,이 모든 것들에 한 화자의

내 한 고백은 소설과 자서 양식의 혼합을 이룬 ‘인 없는 자서 ’속에

서만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요컨 ,자서 /소설의 장르를 넘나드

는  흑인이었던 남자 는 흑인/백인을 오가며 공 인 삶과 이기 인 욕망 사

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화자의 갈등과 충동이 혼재하는 역동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흑인이었던 남자 는 억압으로 철된 역사 속에서 고 의미의 자서

,즉 단일한 자아의 자서 쓰기가 애 부터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화자는 어린 시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한 세계로

부터 다른 세계로의 기 같은 이,’‘ 다른 세계로의 이’가 이 진

날―그때부터 자신은 다른 사람의 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되었다고 술회하

는데,그는 이를 “이 인성”(dualpersonality)이라고 칭한다(14).언뜻 듀보

이스의 이 의식(double-consciousness)을 떠올리게 하는 이 구 은 그러나

듀보이스의 개념과는 다르다.35)화자가 말하는 이 인성이란 컨 유색인

35)듀보이스는  흑인 민 의 혼 에서 “이 의식”에 한 의견을 피력한다.다음

은 자주 인용되는 “이 의식”에 한 구 이다.

이집트인과 인도인,그리스인과 로마인,튜턴족과 몽골족에 이어

흑인은 일종의 7번째 아들이다.흑인은 베일에 가려진 채,투시

력을 선물로 선사받고 이 미국 세계에 태어났다.그런데 미국 세

계는 흑인에게 진정한 자기 인식을 가능하지 않게 하며 다른 세

계의 계시만을 통해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한다.이 이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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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백인 앞에서 천진스 웃으며 흑인분장 악극의 몸짓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14),유색인들이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것과는 다른 표피

모습을 백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인간 (InvisibleMan)의 익명의 화자의 할아버지의 유언을 연상시킨다.36)

이와 같은 맥락으로,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유색인의 경우 반 편

인종인 백인에게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거나 제 로 설명하는 일은 거의 불

매우 독특한 감각이며,늘 타인의 을 통해 자아를 보고,재미

로 경멸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잣 로 자신의

혼을 측정하는 그런 감각이다.흑인은 언제나 자신이 둘이라는

사실,즉 미국인이면서도 흑인이라는 이 성을 느낀다.두 개의

혼,두 개의 생각,두 개의 화합되지 않는 분투,검은 몸 안에

서 부 끼는 두 개의 이상.그의 굽히지 않는 의지만이 그 몸이

둘로 찢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AftertheEgyptian and Indian,theGreekandRoman,the

TeutonandMongolian,theNegroisasortofseventhson,

born with a veil,and gifted with second-sight in this

American world,―a world which yields him no true

self-consciousness,butonlyletshim seehimselfthroughthe

revelationoftheotherworld.Itisapeculiarsensation,this

double-consciousness,thissenseofalwayslooking atone’s

selfthroughtheeyesofothers,ofmeasuringone’ssoulby

thetapeofaworldthatlooksoninamusedcontemptand

pity.Oneeverfeelshistwo-ness,―anAmerican,anNegro;

two souls,two thoughts,two unreconciled strivings;two

warring idealsin onedarky body,whosedogged strength

alonekeepsitfrom beingtornasunder.(DuBois2005,9)

여기서 “이 의식”은 흑인/미국인으로서의 분열 이며 혼란스러운 상태의 의식이

아니다.미국 사회라는 독특한 환경에서의 이 의식이 흑인의 정체성 확립에 방

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그보다는 오히려 흑인은 “ 하나의 시력을 선사받

은”민족이다.흑인은 다수의 미국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혜택을

입은 존재로,흑인성은 정 인 가치로 재해석된다(안지 182).이상 듀보이스

의 이 의식 개념에 해서는 안지 181-82면을 참고함.

36)엘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 에서,화자의 할아버지는 “ , 하면서 상 방을

이겨내고,활짝 웃으면서 그놈들을 약화시키는 거지.죽는 시늉,망하는 시늉 다

하더라도 맞장구를 치라는 말이야.그러고는 놈들이 토하거나 창자가 터질 때까

지 를 씹어 삼키라고 해.”(I want you to overcome ’em with yeses,

undermine’em withgrins,agree’em todeathanddestruction,let’em swoller

youtilltheyvomitorbustwideopen.)라는 유언을 남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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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말하는데,이는 그 자신의 고백인  흑인이었던 남자 역시 사실

과 허구의 분간이 불명료함을 표 하는 동시에,이 ‘자서 ’이 이 인성을

지닌 이 인 자아의 ‘자서 ’임을 밝히는 것이다.이는 미국 흑인의 자서

이 애 부터 단일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텍스트가 되기 불가능함을

말해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한편,액면 그 로의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이 인성의 속성은 표피와 이면의 괴리라는 패싱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화자가 말하는 흑인의 이 인성의 이면은 같은 인종의 암묵하는 동지

상황에서만 제 모습 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14),이는 흑인 공동체의

묵인 하에서만 제 모습을 드러내는 패싱의 속성과 일맥상통한다. 흑인이었

던 남자 는 이처럼 반부에서부터 흑인의 이 인성을 조명하며,사실과 허

구의 계,미국 흑인의 이 인 자아,패싱의 속성 등을 심 주제로서 탐

색할 것임을 밝힌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더 나아가 사실과 허구의 의미를 근본부터

탐색하는데,그는 사실이 반드시 실체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

실과 허구의 의미를 되짚는다.그는 학창 시 에 읽었던 미국사 교과서가

‘륙 발견,’‘식민지,’‘명,’‘제헌’으로 구분된 시기들에 국한되었을 뿐더러,

‘남북 쟁’에 한 부분은 이야기가 무 간략하게 간추려진 식이어서 역사

시간에 제 로 얻어들은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술회한다.이는 곧 흑인에

한 백인의 억압의 역사를 미국사 교과서가 고의로 락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말로서,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역사책이 실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 하는 말이다. 한 미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동일하

게 비 하는 것은 신문이다.미국사 교과서의 안으로 집어든 신문 역시

그에게 어떠한 깨달음도 해 주지는 못한다.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가 지 하듯이,이와 같은 텍스트로서의 역사들은 그들이 근하는

“역사”(History)를 반드시 그들의 서사 수사 형식들로 구성하지만,“언제

나 불충분하게 구성”(alwaysincompletelyconstitute)한다(Montrose20재인

용).

정작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fictionofthemostimaginativesort)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



-109-

한 거짓 이야기”(adirectmisrepresentation)라고 공격을 받아온  탐 아 씨

의 오두막집 (UncleTom’sCabin)이다(29).이 책은 그에게 그 모든 미스터

리를 다 밝 주는 책,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어떤 조망을 가능하게 해 책

으로 다가온다.이는 사실과 허구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큰데,사실을 표

하는 역사와 신문,그리고 그 척 에 서 있는 상상력과 허구의 이야기인

소설이 실제로는 기 하는 바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다

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다는 에서 그러하다.이는 텍스트의 역사

성(thehistoricityoftexts)과 역사의 텍스트성(thetextualityofhistory)이

라는 신역사주의(TheNew Historicism) 37)을 연상 하는데,이를 통

해 화자는  흑인이었던 남자 가 소설이라는 정체를 숨긴 채  탐 아 씨의

오두막집 과 같이 실체 진실에 다가갈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흑인이었던 남자 가 화자의 갈등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혼

인으로서의 그의 인종 정체성 못지않게 그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계 의

식에서 기인한다.그는 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깨

달은 후,다른 유색인 아이들의 처지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그 아이들과 뭉뚱그려져 “구분되는”(beingclassed)것이 몹

시도 싫었다(15).이러한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인종 으로 어디에 ‘치’시킬 것인지에 한 고민으로 발 해나간다(28).

어린 시 자신의 인종 치에 한 생각은 그가 차 어른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계 의식과 결부된다.그는 남부에 가서 흑인 하층민들과 맞닥

뜨리기도 하고,잭슨빌에서는 흑인 최상층과 교류를 하기도 한다.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계 에 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생기고,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흑인 하층민들과 차별화한다.38)특히 남부에 도착해

37)‘텍스트의 역사성’은 모든 유형의 텍스트의 “문화 특정성”(thecultural

specificity),“사회 각인”(the socialembedment)을 주목하는 것으로서

(Montrose20),텍스트를 자율 이고 가치 립 인 언어 구조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시 의 사회·역사·문화·이데올로기 생산물로 보는 시각이다.‘역사의 텍

스트성’은 역사를 기록된 ‘담론’의 형태로서 주목하고,따라서 “보 과 삭제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 과정들”(complex and subtle socialprocesses of

preservationandeffacement)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충분히 진실 된 과거”(a

fullandauthenticpast),“물질 인 삶의 존재”(alivedmaterialexistence)에는

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Montros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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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흑인 하층민들과 마주하며 ‘그들’에 해 오를 느끼는 장면은 주목

할 만하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수많은 유색인들이 떼 지어 있는 모습

을 보았다.[...]나는 짐꾼 친구에게 애틀랜타에 사는 모든

유색인들이 이 거리에 사느냐고 물었다.그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본 사람들은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안심시키

듯 말했다.하층민들이 이 게 많은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이들의 단

정치 못한 모습,비틀거리고 구부정한 걸음걸이,시끄러운 말소

리와 웃음소리는 거의 오감이 일 정도 다.

[H]ereIcaughtmy firstsightofcoloredpeoplein large

numbers.[...]Iaskedmy companionifallthecolored

peopleinAtlantalivedinthisstreet.Hesaidtheydidnot

and assured methattheonesIsaw wereofthelower

class.Ifeltrelieved,inspiteofthesizeofthelowerclass.

Theunkemptappearance,theshambling,slouchinggaitand

loud talk and laughterofthesepeoplearoused in mea

feelingofalmostrepulsion.(39-40)

화자가 남부에서 처음 흑인 하층민들을 했을 때,그는 자연스럽게 그들

과 자신을 분리시키며 거리를 둔다.한편,화자는 백인 상류층인 자신의 아

38)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유색인을 세 부류로 분류한다(55-61).첫 번째 계

층의 흑인들은 이른바 망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목재나 테 빈유 채

취 부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과자들,술집 주 를 배회하는 부랑자들 모두가

이 계층에 속한다.두 번째 계층의 흑인들은 하인이나 세탁부,웨이터,요리사,마

부 등 집안 일로 백인들과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세 번째 계층은 독립

인 노동자와 숙련공,그리고 경제력이 있고 제 로 교육받은 유색인들로 이루어

져 있다.그는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 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

가는 반면,세 번째 부류에 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분량은 물론이거니와,그의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그가 세 번째 부류에

해 설명할 때 어느덧 그들에 한 오해나 편견 등에 해 변명 내지는 정당화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 스스로를 세 번째 부류에

치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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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하며(25),

흑인 하층민과는 거리를 두지만 백인 상류층과는 스스로를 동일시했던 어

린 시 의 감정을 회고한다.

이런 그가 꿈꿨던 흑인 지도자라는 목표는 인종과 계 에 얽힌 그의

내 갈등과 충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행 로 볼 수 있다.그는 어릴 부

터 웅담을 즐겨 읽는데,어린 시 의 그에게는 성경책마 다윗 왕과 삼

손(Samson)의 웅담으로 읽힌다.그는 성경에서 히 리 자손들의 시련과

고통이 얽힌 역사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흥분을 느끼며 아주 열심히 그 실

마리를 따라간다.그는 이후 로버트 더 루스라는 인물에 매료되는데,그

는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배녹번 투에서 잉 랜드 군을 격 하여 스코틀

랜드 독립을 확보한 인물이다.그가 이처럼 히 리 민족의 시련과 고통의

역사 스코틀랜드의 종속의 역사,그리고 피지배 민족 지도자에 열띤 흥

분을 느끼며 매료되는 이유는,그가 그들의 역사에 흑인의 억압의 역사를

입시키고,자신을 미래 흑인 민족의 지도자로 설정하기 때문이다.어린

시 의 그에게는 수마 도 종교 지도자가 아닌 민족 지도자 한 사

람일 뿐이다.그는 수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는데,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생각에 꼭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수의 모습

이 견딜 수가 없었고 한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천진한 화자’(naive

narrator)와도 같은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의 이 같은 발언은,충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흑인 민족을 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흑

인 산층을 우회 으로 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 때 화자는 흑인 종족을 해 ‘흑인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랙타임

(Ragtime)에 념한다.그러나 랙타임을 단순히 ‘흑인 음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화자가 “하 양식의 술”(lowerformsofart,63)이라 소개하고

있는 랙타임은 그 형식이 아 리카에서 유래한,아 로-아메리칸 뮤직의 복

잡한 발 과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음악이며,동시에 “흑인들의 노동

요”(theworksongsoftheNegro,Quarles236-37)의 기원이 되는 음악이

라는 에서 인종과 계 을 아우르는 상징임을 주목해야 한다.39)화자는 음

39)흑인 기자인 트 스테이 즈(BrentStaples)는 ｢그냥 지나가는 임｣("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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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가(master)가 이 세상에 주는 최상의 것은 “ 의 가슴으로부터 모

WalkonBy")이라는 에세이에서,자신은 길을 ‘그냥 지나가는 임’에도 불구하

고 흑인 남자로서 잠재 범죄자로 오해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들을 술회한다.그

는 하이드 크(HydePark)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처음 하게 된다.그는 늦은

녁 하이드 크의 인 이 드문 길에서 우연히 20 반의 한 백인 여성을 뒤따

라 걷게 되는데,그녀는 뒤에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는 시선을 몇 차례 던지더니

도망치듯 달아난다.이후,그는 어둠이 짙은 인 드문 거리에서 자신을 지나쳐

걷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피해 거리 반 편으로 건 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

게 목격하게 된다.한번은 그가 시카고의 어둑어둑한 교차로에서 신호 기 인

차들 앞을 지나간 이 있는데,그를 본 차 운 자들이 일제히 차 문을 “탁,탁,

탁,탁”(thunk,thunk,thunk,thunk)하고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듣게 된다.그들이

일제히 차 문을 잠그는 “탁,탁,탁,탁”하는 소리는 그를 잠재 침입자로 오인

한 “두려움의 언어”(thelanguageoffear)이다.그가 기자로 일하던 시 에는 마

감 시간이 다 된 원고를 손에 들고 히 사무실로 뛰어가는 와 에 강도로 오인

받아 경비원들의 추격을 받게 되고,그를 아는 회사 동료에게 신원을 확인 받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 도 있었다. 한 그는 부유한 지역의 한 보석상에 들어

간 이 있었는데,보석상 주인이 큰 도베르만핀셔(Dobermanpinscher)를 데리고

와 그를 했다.그가 겪은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흑인 남자가 잠재 범죄

자―강도 내지는 강간범―로 오인 받는 세태를 반 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세태

는 여 히 지속되고 있는데,2009년에 있었던 헨리 루이스 게이츠 주니어(Henry

LouisGatesJr.)사건은 인종 로 일링 논란을 일으키며 인구에 회자되었다.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게이츠 교수는 열쇠로 자신의 집 문을 여는 과정에

서 외부 침입자 강도로 오인되어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이송되었다.20

13년에 있었던 짐머만(Zimmerman)사건은 히스패닉계인 짐머만이 17세 흑인 소

년 트 이번 마틴(TrayvonMartin)을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인데,버락 오바

마(BarackObama) 통령은 이 사건에 한 리핑에서 흑인들은 자신들이 두

려움의 상이란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그는 나를 포함해서

흑인 남성들이라면 구나 한번쯤은 백화 직원들이 따라왔던 경험이 있을 것

이라며,자신도 공직에 당선되기 에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운 자들이 문을

닫는 소리와 여성들이 핸드백을 움켜쥐는 모습을 목격한 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오바마 통령의 말은 스테이 즈의 회고와 매우 흡사하다.스테이 즈의

회고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옷차림인데,그는 하이드 크에서 턱수염과 부풀어

오른 머리,그리고 리터리 재킷을 입은 채 두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다.그

스스로도 정장을 입었을 때보다는 특히 청바지를 입었을 때 상 에게 을 가

하지 않도록 행동을 더 주의한다고 말하는데,이는 이 논문의 본론 1장에서 살펴

본 의복이 함의하는 계 성과 깊은 련이 있다.흥미로운 것은,스테이 즈가 결

국 이러한 오해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베토벤(Beethoven),비발디(Vivaldi)등의 인기 있는 ‘클래식’작곡가

의 음악을 휘 람으로 부는 것이다.그에 따르면,이는 늦은 녁 인 이 드문 거

리를 거닐 때,그가 사용하는 “훌륭한 긴장 완화 책”(excellenttension-reducing

measure)이다.그는 야간에 잔뜩 경계를 하던 뉴욕 사람들이 자신의 클래식 휘

람을 듣고 이내 경계를 풀었다고 회상하는데,그 이유에 해 그는 강도가 비발

디의 사계(FourSeasons)와 같은 밝고 경쾌한 멜로디를 휘 람 불리 없으리라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그러나 스테이 즈의 분석에 첨언하자면,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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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그의 천재 인 증류기를 거쳐”(gathersfrom theheartsofthepeople,

andrunsitthroughthealembicofhisgenius)정화된 결과물이라고 말한

다(73).그가 지닌 음악론,특히 음악의 가에 한 생각은 흑인 을 아

우르는 재능 있는 흑인 지도자의 치를 은유 으로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랙타임 노래의 시 는,연주자들이 종종 멜로디에 투박한,때로는 속

한 노랫말을 즉흥 으로 붙여 불 던 데서 유래하 는데(73),화자가 고 음

악들을 처음으로 랙타임 식으로 편곡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그가 클래식과 흑인 음악을 융합하여 흑인 음악의 ‘고

화’를 추구한 선구자 음을 의미하며,미국 흑인들의 기쁨과 슬픔,희망과

야망을 고 음악 형태로 변하고,궁극 으로는 백인과 흑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재능 있는’흑인 지도자 음을 의미한다.40)

한 이유와 더불어 그들이 경계를 푸는 진정한 이유는 클래식이 함의하는 계 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다시 말해,스테이 즈와 마주친 사람들이 클래식을 휘 람

부는 흑인 스테이 즈를 ‘잠재 범죄자’인 하층민 흑인이 아니라,교양 있는 상

류층 흑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이는 특히 스테이 즈가 종종 ‘잠재 범인’으

로 오해 받았던 게토(ghetto)지역으로 둘러싸인 부유한 지역에서라면 더욱 그러

하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가 멘델스존(Mendelssohn),베토벤,쇼팽(Chopin)

등의 클래식 음악과 흑인-노동자들의 음악인 랙타임을 융합하고자 하는 이유 역

시 클래식이 함의하는 계 성과 깊은 련이 있다.화자에게는 그 자신이 교양

있는 상류층 흑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 욕망과,흑인-노동자들의 랙타임

을 ‘고 화’하고자 하는 공 인 욕망이 혼재하는데,이처럼 클래식과 랙타임을 융

합하려는 화자의 시도는 계 과 인종이 한 데 얽힌 시도로서 해석해야만 그 깊은

의미를 짚어낼 수 있다.짐머만 사건에 한 오바마 통령의 리핑 내용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함.Cohen,Tom."Obama:'TrayvonMartinCouldHaveBe

enMe.'"CNN.19Jul.2013.25Oct.2013.<http://edition.cnn.com/2013/07/19/p

olitics/obama-zimmerman/index.html>.

40)클래식과 랙타임을 융합한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랙타임 연주가로 리

알려진 흑인 피아니스트 스콧 조 린(ScottJoplin,1868∼1917)을 연상 한다.

조 린은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흑인 음악 특유의 리듬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주가 는데,그는 단순히 빠르고 신나는 랙타임이 아니라 우

아하고 격조와 깊이를 갖춘 서정주의 음악을 추구하 다(태혜숙 540).그러나

한편 화자는 듀보이스가 지식인과 민 의 합일을 모색하며 주창한,‘재능 있는 소

수’(TalentedTenth)라 불리던 흑인 지도자 상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듀보이스

는  자서  (TheAutobiographyofW.E.B.DuBois)에서,자신은 “근 문화

에 한 지식을 통해 미국의 흑인을 더 높은 문명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소수’를 상으로 한 고등 교육”(thehighereducationofaTalentedTenth

whothroughtheirknowledgeofmodernculturecouldguidetheAmerican

Negrointoahighercivilization)을 옳다고 생각했다며,바람직한 흑인 지도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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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흑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내 갈등과 충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

도는 온 히 이루어지지 않는다.‘훌륭한 흑인’이 되고자 하는 그의 꿈은 애

부터 “흑인종에게 로운 일을 하고, 자신을 해 명성을 얻겠

다.”(reflectcreditontheraceandgainfameformyself)는 자신의 야망이

겹쳐진 이 의 것이었다(32).그가 음악가로서 백인과 흑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한 것도 빈민가로 객을 불러 모으는 정도의 피상 인 수 에 그

친다. 결정 으로 그가 그러한 공 역할을 함으로써 얻게 된 ‘교

수’(professor)라는 호칭, 잖은 생계 수단,도박 테이블로부터의 벗어남은

모두 그 자신의 지극히 개인 인 혜택이다. 한 그가 클래식과 흑인

음악을 융합하여 얻은 결과 역시 흑인 을 한 원 한 포부의 결과로

이어지기 보다는,베토벤이나 쇼팽을 연주했을 때보다 더 많은 문이 자신에

게 열렸고,자신을 더 환 받는 손님으로 만들어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고

백한다.이와 같이 그의 지도자 여정에는 공 인 업 과 이기 인 충동이

언제나 혼재한다.

그런 그의 내면의 충동은,그가 유럽에 체류하던 에 남부의 심장부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을 때 정에 이르게 된다.그는 남부로 돌아가 랙

타임뿐만 아니라,옛 노 시 의 노래까지 활용하는 흑인 음악가로 활동하

고자 마음먹는다.그러나 남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결심이 강해

져감에 따라,백만장자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시련에 한 두려움 한 커

져만 간다.그의 갈등은 흑인으로서 자신의 인종 뿌리를 취할 것인지,그

지 않으면 “세련된 사회인”(apolishedmanoftheworld,104)으로 남을

것인지의 문제인데,여기서 그가 백만장자 친구와 나 는 화는 자신의

내면의 화라 해도 지나친 표 이 아닐 것이다.여기서 화려한 유럽 여행

을 함께 한 그의 후원자이자 백인 ‘백만장자’(millionaire)친구가 상징하는

것은,자본 ‘세련된 사회인’으로서의 삶,즉 “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교

육이나 취향으로 보나 백인”([B]y blood,by appearance,by education,

andbytastesawhiteman,105)인 그가 할 수 있는 백인 산층의

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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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다.반면,남부로의 귀환이 상징하는 것은,스스로에게 가해질 끔 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남부로 돌아가 흑인들을 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공

인 삶을 상징한다.화자는 백만장자 친구의 주장의 기 를 이루는 철

한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는 합리성과 상식이 담겨 있음을 깨

닫는다.그는 그 자신의 동기들을 분석해보기 시작했고,그것들 역시 체

로 이기심과 섞여 있음을 깨달으며,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한다.

나를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마음은 내 동포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욕망과 나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일까?그 질문에는 한 번도 명

확한 답을 해본 이 없다.

WasitmoreadesiretohelpthoseIconsideredmypeople,

ormoreadesiretodistinguishmyself,whichwasleading

mebacktotheUnitedStates?ThatisaquestionIhave

neverdefinitelyanswered.(107)

많은 분량이 할애된 이 백만장자 친구와의 화는 사실상 화자 자신의 내

면의 갈등의 화―화자 자신의 서로 립되는 내 목소리의 담―를 여

실히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데,그가 백만장자 친구를 “어머니를 제외하고

는 모든 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themanwhowas,allinall,the

bestfriendIeverhad,exceptmymother),“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내 일

생에 가장 커다란 향을 끼친 사람”(themanwhoexertedthegreatest

influenceeverbroughtintomylife,exceptthatexertedbymymother,

108)이라고 칭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고국을 향한 배에 몸을 싣고 흑인종을 “우리”(we)라는 명사를 사

용해 지칭하던 그는(110),흑인이 린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선회한다.

흑인의 린치 장면을 보고 그에게 가장 먼 든 생각은 “자신이 그 게 다루

어질 수 있는 종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수치심”([s]hamethatI

belongedtoaracethatcouldbesodealtwith)이었다(137).린치 장면에서

도 그의 내면에서는 계층 분열이 일어난다.앞서 언 한 로 화자는 유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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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세 부류로 분류한 바 있는데,흑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른바 린치를 첫 번째 부류,즉 망 계층을 이루고 있는 흑인들

에게 일어나는 일로 한정하고 있다(56).그가 린치 장면을 목격하고 마침내

이러한 종족의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가 지닌 흑인 하층민과의 거리

감에서 기인한다.그가 느끼는 수치심은 곧 동물보다 더 심하게 다루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인종과 동일시되는 수치심인 것이다(139).

결국 화자는 린치 장면을 계기로 패싱을 결심하기에 이르는데,그의 패

싱은 “흑인종임도 부인하지 않고 백인종임도 주장하지 않는”(neitherdisclaim

theblackracenorclaim thewhiterace)것으로서(139),단순히 ‘백인’이 되

는 것이 아니라 인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편이라는 에서 주목할 만하

다.물론 이러한 화자의 결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이것이 화자

가 소설 내내 극 으로 보여줬던 흑백 양 인종 간의 이동성의 개념과는

크게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이다.다시 말해 린치라는 미증유(未曾有)의

끔 한 경험 앞에서 화자가 ‘흑인종임도 부인하지 않고 백인종임도 주장하

지 않는’것은 그가 소설의 반에서 보여줬던 극 인 인종 간 이동성과

는 거리가 먼,체념에 가까운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그의 패싱의 목

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 자신의 인종에 해 마음 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다(139).그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 ‘마음 로 생각하게’하는 것은 실질

으로 흑백 이분법 인종구도의 사회체계 안에서 백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자 하는 화자의 심리 기 에 깔린 욕망의 발 이라 할 수 있다.즉 인종

‘월’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흰 피부를 이용하여 백인으로 인

정받아야만 린치라는 끔 한 생존의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패싱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인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곧 흑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의미한다는 이다. 흑인이었

던 남자 는 화자가 흑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백인으로 패싱을 하여

백인 산층의 삶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는다.마지막 장

인 11장은 “이제 내 이야기는 간단히, 요한 사실들만 언 해야 할 지 에

이르 다.따라서 독자들은 생략하고 건 뛰고 자상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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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서해 마음의 비를 해주셔야겠다.”(Ihavenow reachedthatpart

ofmy narrativewhereImustbebriefandtouch only on important

facts;thereforethereadermustmakeuphismindtopardonskipsand

jumpsandmeagerdetails.)는 구 로 시작된다(140).이는  흑인이었던 남

자 가 을 맞추는 것이,화자가 패싱을 한 채 살아가는 결과 삶이 아

니라,그가 패싱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임을 말해 다.

“백인의 성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돈’이었다.”([A]white man’s

success;andthat,ifitcan besummedupin any oneword,means

“money.”)고 말하는 화자는 백인 산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먹는

다(141).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단순히 동화(assimilation) 결말로서 그치

지 않고,그 결말의 이면에는 패싱이 지닌 복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먼 “백인의 성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돈’이었

다.”는 말 자체에는 ‘백인성’을 노골 인 물질만능주의로 풍자하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 한 마지막 장에서 으로 다 지고 있는 사건은 백인

여자와의 결혼인데,여기에서 백인 여자에 한 흑인 남자의 동화 열망은

찾아볼 수 없으며,화자는 이를 두고 그것이 순수한 “사랑”(love)의 감정에

서 기인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150).

특히 에 띄는 것은 이 백인 여자에 한 묘사인데,마치 백합처럼

부시게 하얀 그녀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그녀는 백합처럼 하얬고 흰 옷을

입었다.정말이지 그녀는 내가 여태까지 본 여자 에서 가장 부시게 흰

모습 같았다.”(Shewasaswhiteasalily,andshewasdressedinwhite.

Indeed,sheseemedtomethemostdazzlinglywhitethingIhadever

seen.144)―은 매우 상징 이다.혼 인 화자가 백인 여자,그것도 백합처럼

유달리 하얀 백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10장의 기차에서의 화를 감

안하면 백인들에게 큰 공포와 을 주는 것이다.10장에서는 한 기차 안

에서 반인종간결혼법(anti-inter-marriagelaws)을 둘러싼 노군인(oldsoldier)

과 텍사스 사람(Texan)의 논쟁이 제시된다.노군인은 반인종간결혼법을 남

부의 법령집에서 빼버린다면,남부인들은 마치 여자들이 흑인 애인들과 남

편들의 품 안으로 우르르 몰려갈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며,남부인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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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공포심을 짚어낸다.그들의 논쟁을 듣고 난 화자는,남부인들은 두 인종

간의 결혼을 “천연두나 문둥병이나 무슨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as

thoughitweredreadedworsethansmallpox,leprosy,ortheplague)이야

기한다고 생각한다(125).반인종간결혼법을 둘러싼 기차에서의 논쟁에 바로

뒤이어 이어지는 그의 패싱과 백인 여성과의 결혼은 이러한 남부인들의 공

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한 린치―화자로 하여 흑인으로서의 삶을 극 으로 포기하게 만든

사건―담론의 이면을 보면 노 제도라는 합법 흑인 통제 수단이 사라진

후 흑인 남성성(blackmasculinity)을 거세할 수 있는 방책의 일환으로 린치

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그의 패싱은 이러한 린치 담론을 조롱하듯

백인 여성과의 결합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더욱 복 이다.41)이와 같이

백인 여자와의 결혼은 남부인들이 두려워했던,백인 여자들을 상으로 한

흑인 남자들의 성 욕구가 패싱이라는 기제를 이용해 성취될 수 있음을 내

비친다는 에서 복성을 내재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린 에델만(Lynn

Adelman)은 존슨의 주인공이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해 나가며,결국

혼 결혼을 통해 백인에게 “최후의 승리”(thelastlaugh)를 거둔다고 말한다

(136-37).“변발만 제외하고는 국사람 행세도 그 로 해낼 수 있을”(would

makeagoodChinaman,withexceptionofthepigtail)흑인들의 무서운

41)리셰 리처드슨(RichéRichardson)은  흑인 남성성과 미국 남부 (BlackMasculinity

andtheU.S.South)에서 린치 담론의 이면에 놓인 ‘흑인 강간범 신화’(theblack

rapistmyth)에 해 논한다.리처드슨에 따르면,‘흑인 강간범 신화’는 흑인을

“성 으로 걷잡을 수 없는”(sexuallypathological)인종으로 제시하고,그들의 “남

근의 힘”(phallic power)을 과장하며,흑인을 “선천 으로 욕정 이고 원시

인”(inherentlylustfulandprimitive)인종으로 이해한다(4).‘흑인 강간범 신화’는

노 제의 종식 이후 발 된,“인종 혼합”(racialmixture)에 한 남부의 커져가는

공포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이는 반드시 백인의 “인종 순수함”(the

purityofrace)을 보존하기 해 백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부의 “강박 상

태”(obsession)를 반 한다(Richardson4).이것이 바로 남부에서 린치가 자행되

고 신성시된 주요 이유로서 기능했다.패싱은 바로 이러한 린치의 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수단이기도 했다.흰 피부를 지닌 많은 흑인들이―비록 그 정확한

수는 측정할 수 없지만―린치를 행하는 무리(lynchingmob)의 에 띄지 않고

지나쳐 가기 해 패싱을 했으며,궁극 으로 패싱은 흑인들이 학 와 폭력의 지

속되는 으로부터 벗어나 백인 공동체로 항구히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했다(Wallace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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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112),이것이 바로 화자가 결말에 숨겨둔 패싱의 복성이다.

한 이러한 복성과 더불어  흑인이었던 남자 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화자가 한 인종에서 어느 다른 인종으로 패싱함으로써 인종 경계선

의 질서를 흩뜨린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오히려 이 소설은 뮬래토인 그

가 어느 인종에 속하든 그 인종의 역할에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경화함

으로써―그는 흑인의 사명과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하고,백인의 삶을 살기

로 마음먹을 때는 인종 불충 의식에 사로잡힌다―인종 질서 자체의 폭압

을 의문시한다.요컨 ,화자의 과장된 범행 고백의 도입부와 결말의 과장된

한탄은 그를 ‘흑인’인종에 묶어두려는 이분법 사회의 규율,그리고 그의

패싱이 양산하는 결말마 그가 ‘진정한 흑인’이었다든지,‘가짜 백인’이 되었

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분화하여 해석하는 사회를 독자로 하여 재고 한다.

스미스는 화자의 후회 섞인 결말을 그의 인종 자기 증오의 반 이라고

분석한다.42)스미스는 그가 귀 하면서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포기하고

물질 안 와 개인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은 직면한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자,흑인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의 가능성을 궁극 으로 포기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6).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록시의 “이것이 네 안의

검둥이야”장면을 흑인의 자기 증오라고 분석한 로드 의 비평과 유사한

42)결말에 해서뿐만 아니라,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존의 많은 비평들은 스미스

와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 컨 ,화자가 남부의 기차 안에서 인종차별 편견으

로 가득 찬 텍사스인의 태도에 존경심을 표하는 장면을 두고 은 “주인공이

자신을 수치스러운 인종[흑인]의 일원으로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anotherindicationofthefactthatthemaincharacterdoesnot

feellikeamemberoftheinsultedrace)라고 말하고 있고(94),가렛은 이를 “주

인공의 도덕 존재로서의 근본 공허”(thehollownessatthecoreof[his]

moralbeing)의 증거로 본다(11).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혼 인인 화자가 반드

시 흑인 편에 서야만 한다는 제를 하고 있는 것이며,더 나아가 그가 흑인 편

에 서지 않는 것이 도덕 으로 부 하다고 단하는 것이다.앞서 살펴본 ｢인

종의 보존｣에서 듀보이스가 하고 있는 작업에 해 아피아는 그가 인종이라는

개념에 도덕 이고 형이상학 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 한 바 있는데

(1986,29), 이나 가렛의 분석은 이처럼 인종 개념을 도덕 으로 분석하고

있는 비평의 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많은 비평가들은 화자가 흑인 인종

흑인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그것을 화자의 인

종 불충으로 여긴다.나아가 이를 화자의 도덕 가치 평가의 기 으로 삼기도

하는데,이러한 비평들은 일 되게 본질론에 갇힌 한계를 보여 다.



-120-

맥락에 서 있다는 에서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 뮬래

토를 구획된 흑과 백이 내재한 존재로 으로써,이러한 비평은 스스로 흑

백을 본질화하는 본질주의 사고를 드러낸다.(한 번도 온 히 백인이었던

도 흑인이었던 도 없었던)화자가 하는 후회를 축자 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비평은 그를 흑인 내지 백인으로 가름하고 있으며 인종에 한 본

질 사고를 내비친다.사실상 화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열등한 흑인

과 우월한 백인이라는)기존의 이분법 구도뿐만 아니라,(흑인/백인이라는

카테고리 하나에 속해야만 하는)일 되고 지배 인 인종 정체성 자체이

다.이것이 인종 경계선에서 지속 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화자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결말과 련하여, 이퍼는 스미스의 의견에 반

하며 화자의 패싱이 “의미화의 범주로서의 인종의 근본 인 불안정성”(the

fundamentalinstabilityofraceasasignifyingcategory)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주장하는데(60),스미스 식의 본질주의 비평도 문제 이지만, 이퍼

의 분석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퍼의 분석의 문제 은,우선

화자의 (흑인과 백인 세계 사이를 오가는)인종 유동성을 이와 같은 방식

으로 근할 경우,패싱의 문제를 흑백의 분간이 어려운 그의 피부색의 문

제로만 국한할 험이 있다.이러한 비평은 화자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

고 어떻게 소 ‘백인행세’를 할 수 있었는가에 한 설명만을 가능 할 뿐

이다.

한 더욱 큰 문제는 ‘인종 카테고리의 근본 인 불안정성’의 개념으로

패싱을 정의하는 것은 항존하는 인종 경계선을 해체 으로 바라볼 때 생기

는 문제 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실 인종 경계에서 본질주의

담론을 하나의 허 의식으로 비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이를 허 의

식으로 선고하는 것은 늘 보류되어야만 한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결말은

이퍼의 주장처럼 화자가 ‘인종 카테고리의 근본 인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폭압 인 인종 카테고리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즉 듀보이스가 ｢인종의 보존｣에서 했던 작업이 이 이분법

구도를 그 로 보존한 채 흑인의 자 심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흑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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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는 오히려 이러한 흑백의 구도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버린 뮬래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를 흑인 음악가로 상징되는

공 인 세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린치에 서려있

는 이분법 인종 개념이었던 것처럼,그를 백인의 세계에 서지 못하게 하

며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 역시 흑인 인종으로서 자 심을 가져야

한다는 억압 담론에 의한 이분법 인종 개념인 것이다.즉 그 어느 인종

에도 온 히 정착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은 ‘한때 흑인이었던 남자’가 막강

한 인종 개념의 힘에 어떻게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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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 인이 된 흑인,미국인이 되지 못한 유 인―

필립 로스의  휴먼 스테인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재미 삼아 아라비안나이트를 잠깐 생각해본 이 있을

것이다.마술 으로 인종이 바 는 그런 생각 말이다.나의 경우에는 나 자신

말고는 그 구도 되고 싶지 않다.[...][그러나]만약 지니가 “나는 를

다른 인종의 일원으로 바꾸는 단호한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고 말한다면,

나는 아마도 “나를 유 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답할 것이다.

Anditismostlikelythatallofushaveatsometimetoyedwiththe

ArabianNights―likethoughtofthemagicalchangeofrace.Asformyself,

IfindthatIdonotwishtobeanyonebutmyself.[...][I]fthejinny

shouldsay,“Ihavecometocarryoutaninexorablecommandtochange

youintoamemberofanotherrace;makeyourchoice!”Ishouldanswer,

probably,“MakemeaJew.”

―제임스 웰든 존슨, 이 길을 따라 

1)포스트 패싱 내러티 와 다문화주의―흑인 정체성의 강화와

백인종의 분화

패싱의 성기라 불렸던 1920년 가 지나고 1940∼50년 에 이르러 패싱

의 주제는 획기 인 변화를 겪는다.1920년 까지의 패싱 서사들이 은 하

고 비 스러운 인종 혼란으로서의 패싱을 주로 다뤘다면,1940∼50년 의

흑인 잡지들―특히 흑인 산층 여성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은 자신의 과

거 패싱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나아가 더 이상 자신은 패싱을 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컨 ,흑인 산층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라슨

의  패싱 은 1920년 를 배경으로 은 하고 비 스럽게 패싱을 하는 여성들

을 조명하고 있는데,1940∼50년 의 흑인 잡지들은 이런 모습과 극명한

조를 이루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존슨의 소설과 비교해보았을

때도,이들은 둘 다 고백 서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차이는 뚜렷하다.

즉 존슨의 소설이 자신의 패싱 사실을 인종 변 이라고 고백하며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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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면서 백인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1940∼50년 의 흑인 잡지들은 자신의 과거 패싱 사실을 고백하며 더 이상

패싱을 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거부의 선언으로 끝을 맺는다는 에서 이들

은 큰 차이를 보인다.

1940∼50년 의 흑인 산층 여성 잡지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는 월드는

사회 행으로서의 인종 패싱이 쇠퇴하던 시 에 두한 이러한 서사를

“포스트 패싱”(postpassing)내러티 라 부르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속성을

지닌 패싱 서사의 등장 이유를 분석한다.월드는 미국의 국가 인 경제

번 의 시 ,그리고 인종 분리 정책에 한 불만이 늘어가던 시 에 쓰인

이 들이 미국 흑인들의 경제 ,정치 ,사회 복지에 한 열망을 표명

하기 한 수단으로서 ‘패싱에 한 거부’라는 수사법을 개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이러한 새로운 패싱 서사들은 흑인 산층의 성장,즉 자동차,냉장

고,세탁기,텔 비 ,교외의 단독주택 등으로 구체화되는 산층 신분을

상징하는 소비 상품에 한 미국 흑인들의 근성의 확 를 보여주며,미국

후(postwar)의 경제 변화를 드러낸다.동시에 특히 이 시기의 서사들은

(비록 ‘정치’에 한 노골 인 언 은 없지만)미국 흑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획득에 한 낙 의 증 를 표출하며,성장하는 민권운동의 목표와 부

합하는 희망을 투사한다.요컨 ,1940∼50년 의 패싱 서사는 미국 흑인들

이 후의 경제 풍요를 공유하는 시 에 새롭게 정치화된 흑인 정체성―

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흑인 소비자”(blackconsumer) 성공

부유함 등으로 상징되는 ‘정 ’이미지로서의―의 자부심을 구성하는 수단

으로서의 함의를 지닌다.43)

그러나 월드가 히 지 하고 있듯이,포스트 패싱 내러티 가 드러내

는 한계 은 “색맹”(color-blind)과도 같은 미국의 소비 시장―인종과 계없

이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이라는 념이 실질 인

인종주의 계 의 문제 등을 축소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121).

다시 말해,(인종 으로 평등한)소비 시장은 존하는 흑백 인종 문제를 축

소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계 으로 분화된 흑인 공동체에 내재한

43)이상 포스트 패싱 내러티 에 해서는 Wald22,118-19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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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표면 으로 안정된 흑인 공동체라는 포장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험이 존재한다.월드의 지 에 첨언하여 이러한 문제에 더욱 주목해야 하

는 이유는 물질 부를 향유하는 특정 계층의 흑인들이 상징 으로 소비시

장의 ‘평등’을 담보해주는 기호로 작동함으로써, 빈곤층에 속해있는

많은 흑인들의 문제를 ‘개인’의 무능함의 문제로만 치부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즉 소비 시장에서의 흑백 경계선의 문제를 다루면서 ‘출발선’을

고려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한 논의 없이 성 하게 소비 주체를 개인화

하는 방식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포스트 패싱 내러티 가 지닌 이러한 속성 한계 은 이후 20세기 후

반에 두하는 다문화주의의 속성 한계 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앨런

링클리(AlanBrinkley)에 따르면,1990년 에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

보다 더 많은 심을 끌었던 문제는 없었다(940).이 에는 공립 교육 기

이 소수 인종 학생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가 유지되도록 도와

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1990년 들어서는 그와는 다른 새로운 제

도가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새로운 제도란 일반 으로 ‘다문화주

의’(multiculturalism)로 정의되는 개념이다.44)다문화주의는 여성,소수자,

비서양 문화의 을 교육에 보다 많이 포함시키려는 기획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목표에 따라 학뿐만 아니라 등학교에서도 이 의 수업에서

배제되었던 자료들을 받아들이기 해 교과서,앤솔로지,커리큘럼,강의

계획서가 개편되었다(ChildersandHentzi196).즉 다문화주의는 오랫동안

유럽계의 백인 남성 주도 으로 정의되어 온 ‘미국 문화’에 여성,아 리카

계 미국인,토착 미국인,그리고 20세기 말에 증가한 히스패닉,아시

아인, 동인 등의 다른 통도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정

44)주요 신문들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넥시스 데이터 베이스(Nexisdatabase)

에 의하면,1988년까지도 다문화주의에 한 언 은 무했으나,89년에 33건을

시작으로 속히 증가하여 90년에 100건을 넘었고,91년 600건,92년 900건,93년

1200건,그리고 94년에는 1500건을 기록했다.94년이 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95년에도 1200건 이상을 유지한 것을 보면 다문화 이슈에 한 심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94년 이후 신문에서 이 단어를 언 하는 횟수가 감소한 것은,오히려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주의 상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일상 인 실

이 되었음을 반 하는 것일 수 있다.이상 Glazer7-8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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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11).45)

미국 역사 속의 소수 인종 집단의 문화 역할에 한 비 을 부여

하는 다문화주의의 실천에 해서는 합의가 이 졌지만, 링클리의 말에

서 알 수 있듯 1990년 내내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극렬한 논쟁이 일었다.

이는 소 “다문화 폭발”(multiculturalexplosion)이라 불리는 상으로,

미국 역사와 사회에 한 공교육에서 기존의 일반 인식을 얼마만큼이나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정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 상인데,처음 캘리

포니아를 시작으로 그 다음엔 뉴욕 그리고 결국 국의 학군으로 번졌다

(Glazer7).특히 역사학,사회학,인문학 등의 교과과정이 인종을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의 방침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변질되

는 경우가 생기는데,교수 학생들이 자신들의 민족 특성과 계된 것

을 교과 과정에 우선 으로 포함시키려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이는 민

족 심 다문화주의46)의 형태로 드러나는데,유럽 심주의에 비 을 가하

려던 다문화주의가 스스로 다른 방식의 민족 심주의라는 모순에 빠지

게 되는 것이다.솔러스에 따르면, 명이나 독립운동은 자신들이 반 혹

은 탈퇴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실체로부터 벗어나기 해,아이러니컬하게도

“순수성,정통성,독창성”(purity,authenticity,andoriginality)의 이름으로

“민족 ”(ethnic)인 략을 취한다(1995,289).즉 민족성은 조르주 데 류

(GeorgesDevereux)가 “ 문화 변용”(antagonisticacculturation)이라

고 암시 으로 이름 붙인 항의―종종 상당히 정당화 된―과정을 통해 퍼

45)이상 다문화주의에 해서는 ChildersandHentzi196;Brinkley940-41면을 참

고함.

46)민족 심 다문화주의로는 표 으로 ‘아 리카 심주의’(Afrocentrism)를 그

로 들 수 있는데,1990년 미국의 교육계는 아 리카 심주의에 의해 제기

된 교과 과정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아 리카 심주의’는 다문화주의의

변형 내지는 분 로서,미국의 역사와 문화 체가 지배 으로 인종과 종족성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재구성 된 역사 을 표방하는,이른바 ‘변형 다문화주

의’(transformativemulticulturalism)의 가장 과격한 해석 하나이다(Glazer

11).네이선 이 (NathanGlazer)에 따르면,‘아 리카 심주의’는 커리큘럼

에 아 리카에 한 내용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합당한 주장에서부터,

극단 으로는 주요 기술 업 에서 아 리카인이 탁월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도 담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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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가 보편화되는 것이다(Sollors1995,289).

이 를 비롯하여 다문화주의에 우려를 표명했던 학자들은,과거 미

국의 커리큘럼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다

문화주의의 조류가 오히려 많은 학생들에게 타 그룹에 한 반감을 키워

소수 인종과 다수 인종 간에 지 보다도 더 큰 립을 야기하는 교육을 조

장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다.이와 련하여,개리 B.내쉬(GaryB.Nash)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980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 교육에서 체로 온정 이상이

었던 다문화주의는 갑작스 문화 쟁에서의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다.우리의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민족 ·인종 다양성

이 국민들 체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여러 집단 간

의 사회 인정,정의,평등을 둘러싼 성난 논쟁 분쟁의 장

소,즉 ‘정체성 정치’에 휘말린 사회로 보인다.

Multiculturalism,which untilthe late 1980s had been a

largelybenignidealinAmericaneducation,suddenlybecame

asloganintheculturewars.Ourmulticulturalsocietywas

nolongerseenasoneinwhichethno-racialdiversityhas

simply enriched the citizenry collectively buta place of

angryargumentsanddisputedclaimsoversocialrecognition,

justice,andequalityforvariousgroups,thatis,acountryin

thegripof“identitypolitics.”(99)

즉 다문화주의의 변질은 인종·민족·성을 정체성의 유일한 구성 요소로 간

주하여 차이의 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오히려 기존의 갈등을 심화시

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서 다문화주의와 함께 부상한 소수집단우 정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소수집단우 정책은 인종,성,장애 등과 련하여 소수집단에 한

차별을 시정하기 해 두된 정책으로서,특히 고용 취학 등에서 차별

을 받는 소수집단에 한 장벽을 제거하고 보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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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만,이는 다문화주의의 흐름과 맞물려 지나치게 인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이 같은 소수집단우 정책의 인종화는 ‘인종’이라는 부호 하에 포섭

되지 않는 문제에 한 비평 질문을 묵살하는 결과를 낳거나,포스트 패

싱 내러티 가 지닌 ‘색맹’의 소비시장이라는 신화가 지닌 험성과는 상반

된 형태의 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즉 모든 컬러는 동일한 비율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식의 ‘반 된 색맹’의 정책인 소수집단우 정책은 실질 능

력이나 가치 단에 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배제한 채 속히 진행되면서,

역차별의 문제를 두시켰다고 볼 수 있다.소비 주체의 개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종 문제를 삭제해 버리는 성 함과 마찬가지로,인종이라

는 집단성을 최선 으로 내세워 개인에 한 변별성을 지우는 것 역시 험

한 발상인 것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패싱 담론과도 연 성을 갖는데,소수집단우 정책

은 미국의 인종 패싱의 통 인 담론―경제 혜택에서 배제되어온 흑인이

차별과 불평등을 피하기 한 목 으로 백인으로 패싱을 하는 것―의 기묘

한 반 을 생성해낸다.이와 련하여,도리스 블랙(DorisBlack)은 민권운

동 이후의 시기가 “흑인으로 패싱하는”(passingforblack)시기가 될 것이

라고 견하고 있다(Wald184-85재인용).47)블랙의 말은 소수집단우 정책

47)블랙은 1972년 잡지  세피아 (Sepia)에서 민권운동 이후의 시기가 ‘흑인으로

패싱하는’시기가 될 것이라고 견하고 있는데,이는 1960년 백인으로의 패

싱 상이 짐 크로우의 폐지(1964)와 함께 사라져가기 시작하던 시 분 기에

발맞춰 나온 것이다.블랙이 이러한 견을 하게 된 데에는 기업 정부에 부

과된 (종교·인종·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공평 고용 정책도 한몫하 다.

특히 1961년 존 F. 네디(JohnF.Kennedy)행정부에서 승인된 소수집단우

정책은 흑인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블랙은 민권운동 이후의

시기가 흑인으로 소 ‘역패싱’을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견하는 것이다.그

러나 1961년 출간된 그리핀의  블랙 라이크 미 는 블랙의 견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공교롭게도 소수집단우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해인 1961년

출간된  블랙 라이크 미 는,백인 자인 그리핀이 흑인으로 역패싱을 하여 흑

인에 한 인종 편견 차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논픽션이다.그리핀은 1976

년에 덧붙인 에필로그 ｢ 블랙 라이크 미 출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sHappenedSinceBlackLikeMe")에서,자신이  블랙 라이크 미 를 집

필하기 시작하던 1959년부터 1976년에 이르기까지 흑인에 한 인종 편견

차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흑백의 양극화와 분리 상 역시 해결되지 않

았다고 진단한다.그리핀은 퓰리처상 수상자이기도 한 랠 맥길(RalphMcgill)

이 잡지  룩 (Look)에 게재한 기사에서 민권 쟁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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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되는 민권운동 이후의 시 에는 인종 소수자 집단의 일원이 되

는 것이 경제 으로 ‘이익’이라는 사고방식을 반 하는데,이는 반 의미

의 ‘색맹’이 지닌 험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 이런 소수집단우 정책

은 단순히 동률의 배치를 할당한다는 정책 실행으로 인종 계 문제

등이 모두 깔끔하게 합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요컨 ,흑인의 인종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두된 20세기 반의 포스트

패싱 내러티 와 다문화주의,그리고 소수집단우 정책은 ‘색맹’의 소비주의

내지는 ‘반 된 색맹’의 우 정책이라는 평등의 신화로서,산 한 인종

계 문제를 덮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공통 인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종 계 차별의 문제와 같은 사회 차별의 원리들은 상호침투하고

교차한다는 의미에서 “인종은 계 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양식이다.”([R]ace

isthemodalityinwhichclassislived.1978,394)라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유명한 명제는,두 범주들 의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시킬 수 없

는 것을 비 한다(175-76).맥길은 민권 쟁은 막을 내렸고 이제는 몇몇 완고

한 인종주의자들만이 남았다고 말하는데,그리핀은 이처럼 상황을 장 빛으로

보는 맥길의 생각을 비 하면서,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 그 표면 아래에

는 다른 문제가 감춰져 있다고 주장한다.그리핀은 물론 오래된 망이 사

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크나큰 발

이라 할 수 있지만, 다수 흑인들이 겪는 경제 불평등을 비롯한 일상 인 삶

의 문제는 여 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 한다.그리핀의  블랙 라이크

미 와 유사한 맥락에서,1984년에 처음 방 된 미국의 TV 쇼 “화이트 라이크

미”(WhiteLikeme)는 아 리카계 미국인 배우 에디 머피(EddieMurphy)가

“미스터 화이트”(Mr.White)로 변장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일종의 역할극이다.

백인인 그리핀이 통상 인 패싱―흑인에서 백인으로의 패싱―을 거슬러 흑인으

로의 역패싱을 통해 흑인에 한 인종 편견 차별을 고발했다면,머피는 백

인으로의 패싱을 통해 (흑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백인만이 받게 되는 이득이

나 특혜를 조명한다.머피는 이 쇼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등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Ilearnedthatwestill

havealongwaytogointhiscountrybeforeallmenaretrulyequal.)고 말

한다.요컨 ,그리핀의 역패싱과 머피의 패싱은,민권운동 이후의 시기가 역패

싱의 시 가 될 거라는 블랙의 말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수집단우 정책의 시행이나 짐 크로우의 폐지 등을 통해 인종 문제가 그리

간단히 해결 내지는 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 다.이러한 맥락에서,

민권운동 이후의 시기가 “흑인으로 패싱”을 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블랙의 선

언은 재고되어야 한다.“화이트 라이크 미”에서의 머피의 사는 SNL의 본을

인용함.<http://snltranscripts.jt.org/84/84iwhitelikeeddie.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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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여기서 주의를 환기해야 하는 문제

는 인종 계 문제와 련하여 흑/백의 갈등 구도뿐만 아니라 백/백의

경계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이다.살펴본 바와 같이,20세기 반을

거쳐 다문화주의 시 에 이르기까지 흑인의 정체성은 강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오히려 단일한 것으로 여겨지던 백인종은 미국으로 유입되어온

유럽 이민자들의 존재로 인해 분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역사 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

으로 유입되었다.이처럼 유럽으로부터의 량 이민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1790년의 귀화시민권법으로,이는 귀화시민권을 “모든 백인 자유민”(allfree

whitepersons)에게만 한정하는 법이다.그런데 이처럼 제한 이면서 동시에

포섭 인 어구―유색인은 제한하지만 모든 백인을 허용한다는 에서 포섭

인―로 인해 19세기의 미국은 량의 유럽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

었다.“모든 백인 자유민”이라는 포섭 인 어구가 야기한 량의 유럽 이민

은 미국의 인구지형도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는데,이는 ‘백인성’자체에

한 정치 문제가 야기된 역사 계기가 되었다.여러 다른 문화권의 온갖

백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백인종’은 ‘백인종들’로 분화되며,자연스 백인 간

의 구분과 서열 짓기로 이어지게 된다.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유럽으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구분해내는 기 이 흑백 인종주의와도 유사

한 인종주의 계 의식에 기반을 둔다는 이다. 컨 ,모턴,노트,조제

아르튀르 고비노(Joseph-ArthurGobineau)의 서에는 이러한 백인종들

을 구분 짓기 해 이른바 새로운 인식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이는 흑

백이라는 피부색이 아닌,얼굴의 각도,머리 크기 모양,골상,머리카락,

의 색깔,체격 등을 구분해내는 것이다.더욱 주목할 것은 이민 백인종을

구분 짓는 계 의식인데, 컨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하얀 검둥이”(white

nigger)라고 불렸으며,이는 그들이 백인처럼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인

처럼 ‘행동하지 않아서’다.구체 으로 언 하면,그들은 주로 흑인들이 도

맡아 했던 농장 일을 하는 소작농이었고,기꺼이 흑인들 사이에서 거주하고

일했기 때문이다.48)

48)이상 유럽 이민자들에 해서는 Jacobson22,39-68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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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경우에는 “더러운 아일랜드인”(dirtyMicks)으

로 불렸는데,이 표 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시 이 어구에 담긴 계

함의 때문이다.매리 더 라스(MaryDouglas)는  순수와 험 (Purityand

Danger)에서 청결과 불결을 가르는 문화 규범은 “사회 계 에 한 일반

견해를 표명하는 비유들”(analogiesforexpressingageneralview of

thesocialorder)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3).깨끗함과 청결함은 강력한 계

표지로서 사회 지 를 재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토착 미국인들

은 이민자들에게 더러움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오염의 두려움을 하

는 동시에,이민자들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미국 순수성’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토머스 F.고셋(ThomasF.Gossett)역시 이민 반 는 인종 이유

만은 아니었다고 지 하며,이민자들이 무산자 계 이었기 때문이라고 지

한다(292).이는 이민자에 한 인종 ·계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최

임 에 만족하는 이민자들이 기존의 토착민 노동자 계 의 자리를 하

고,더 나아가 미국 노동자의 생계수 과 도덕수 을 끌어 내리는 결과를

래할 거라는 불안을 야기 시킨 것이다. 랜시스 A.워커(FrancisA.

Walker)는 이민이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미국이 “처음으로 [...]

계 으로 구분되었다.”([F]orthefirsttime[...]dividedintoclasses.)라고

말하는데(Gossett302재인용),이러한 표 은 미국이 무계 국가라는 신화

를 재확약하는 것이기도 하며,이민자 계 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

하층계 으로 구별 짓는 인종 ·계 편견에 근거한다는 에서 이 으로

문제 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유럽계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종

·계 편견에 맞부딪 타자로서의 입지가 굳 져갔는데,여기서 유 인

의 모호한 입지는 주목할 만하다.데이비드 비알(DavidBiale)은 미국의 유

인과 다문화주의에 해 연구한  인사이더/아웃사이더 (Insider/outsider)

에서,미국 내에서 백인과 비백인의 입지를 오갔던 이민 유 인의 지난한

역사를 기술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19세기 말부터 20세기 까지 많

은 유럽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는데,미국 내에서는 반이민주의

기류가 흐르면서,그들은 유색인이 아니었음에도 인종 ‘비백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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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유럽의 인종주의는 특히 유 인에게 이 맞춰져 있었으며,유럽

의 문맥에서 유 인들은 백인의 척 에 서 있는 인종으로 규정되었다.유

인들은 미국에 들어오면서,이곳은 자신들에게 인 유럽의 분 기와

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상징 소수”(theemblematicminority)

로 상정했다.그러나 비알에 따르면,제2차 세계 이후 반유 주의와 형

식 차별이 차츰 어가고 유 인들이 경제 인 성공을 거두자,그들은 스

스로가 미국에서 “이 으로 주변 ”(doublymarginal)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첫째로 그들은 미국의 심 문화(majorityculture)로부터 주

변 이 되며,둘째로는 미국의 소수집단들(minorities)사이에서도 주변 인

존재가 됨으로써,그들은 심부도 주변부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지를 갖게

된다.

단 인 로,흑인민권운동이 발흥할 무렵,유 인은 흑인민권운동의 담

론에 자신들의 입지를 삽입하려 하지만,이들 두 인종은 엄연히 다른 존재

로 여겨졌다.박해라는 공통성을 내세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이집트의

신화 인 노 역사나 제2차 세계 무렵 유럽에서의 유 인 박해 역사는

미국의 흑인 노 의 역사와는 근본 으로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인지되었다.

한 실질 으로도,유럽에서의 박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의 그들은 내부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흑인 역사와 본질 으로 다른 유 인의 역사뿐만

아니라,미국에서의 유 인의 경제 성공은 유 인과 흑인을 분리 하는

원인이 되었다.요컨 ,비알에 따르면 유 인들은 좋건 싫건,제2차 세계

이후 “백인”(white)이 되었다.4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구심 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 ‘상징

소수’로서 상정하고자 하는 유 인의 략은 미국에서의 유 인의 모호한

입지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었다.이러한 유 인의 모순 입지를 상징하

는 것 하나가 워싱턴에 건립된 홀로코스트 박물 (Holocaustmuseum)이

다.홀로코스트 박물 은 ‘선택받은 소수자’로 상정된 유럽에서의 유 인 정

체성을 미국으로 옮겨와 지속시키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

로는 정치 향력과 경제 힘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한 민족만이 자신

49)이상 유 인의 미국 내 입지에 해서는 Biale27-28면을 참고함.



-133-

들의 역사를 맥락화할 수 있다는 에서,홀로코스트 박물 은 그 자체로서

모순 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요컨 ,홀로코스트 박물 은

유 인들이 유럽에서의 그들의 역사를 미국에 안착시킴으로써 주류 문화의

일부로 포섭된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자,그들의 역사를 박해받는 소수집단

의 ‘특별한’역사로 주장하는 상징물과도 같다.

이처럼 모호하고 모순 인 속성을 지닌 ‘유 인’이라는 정체성은 뉴

니엄의 혼종 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흑인 인권이 부상하던 시기에 ‘흑인’담론에 편입되고자 했으나 좌 당

한 것이라든가,미국에서 자리 잡는 기에 이민자로 천 받던 계 이었으

나 경제 안정과 더불어 ‘백인’으로 인정받은 상황,미국인으로 자리 잡아

살면서도 민족의 특별한 역사성을 잃지 않는 미국 안의 외국인이기도 한 그

들의 정체성은,인종과 계 을 조망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하다.특히 백인/

흑인 경계를 가로지르고 오갔던 그들의 인종 정체성은 그것이 얼마나 인

이고 임시 인 경계선인가를 확인하게 해 다.즉 토착 미국인들에게

배척받는 이민자 을 때는 백인도,흑인도 되지 못했던 반면,사회 주류의

계 정체성이 확보되는 순간 성공 으로 백인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의 역

사는,더 이상 ‘백인성’그 자체가 권력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계 권력을 확보하는 순간 ‘백인성’역시 획득될 수 있음을 증명해 다.

이처럼 ‘백인성’이라는 것이 외부 조건에 따라 부여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것이라면,유 인의 인종 변천의 역사는 ‘백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균열

을 책동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콜먼의 패싱―자아 창조의 시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다문화주의는 민족 심 다문화주의의 성향을 띠

면서 비 을 받게 되는데,다문화주의와 함께 두한 ‘정치 올바

름’(politicalcorrectness,PC)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 을 안고 있었다.PC

운동은 1990년 기에 미국의 학 사회에 뿌리 내려,부당한 차별을

방하고,인종,성,성 지향성,장애,종교 정치 견해 등의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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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언어에서 완곡어법의 체 사용으로 모욕 인 표 을 피하려는 언어

교체 운동으로서 개되었다.뿐만 아니라,PC운동은 그 동안 학에서 가

르쳐온 ‘정 ’(canon)들이 모두 서구 백인들의 문화유산이었음을 지 하며,

이제는 소수 인종 문학 텍스트도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러므로 PC에서 소수 인종 교수 채용과 학생 모집,그리고 커리큘럼 개편은

가장 기본 인 작업이 되는데,이는 PC가 다문화주의의 근간이 되는 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 다.

그러나 PC는 여러 가지 문제 을 드러냈는데,첫째 PC가 여 히 해결되

지 않은 사회 문제를 보다 정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은폐시키고,그 문

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컨 ,움베르토 에코

(UmbertoEco)에 따르면,만약 우리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장애

인”(handicapped)이나 “불구자”(disabled)라 부르는 신 “다른 능력을 가진

자”(differentlyabled)라 부르기로 하고 이후 공공장소에 진입 경사로를 설

치하지 않는다면,이는 분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 으로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90-91).PC의 정 한 언어에의 과도한 집착은 보수 진

의 풍자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이러한 풍자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운동의 일환으로 확립된 PC가 그 본연의 취지―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용어들을 통용되는 어법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인도 (humane)인 자

세라는 기본 원칙―를 잃고 퇴색되었음을 뜻한다.50)이러한 PC의 퇴색은 다

50)PC는 소수에 한 다수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해 과거의 습 인 용어들을

체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는데,‘불구자’(disabled)를 ‘다른 능력을 가진

자’(differentlyabled)로,‘나이 많은 학생’(oldstudent)을 ‘비 통 나이의 학생’

(non-traditionalagestudent)으로,‘검둥이’(Negro)를 ‘아 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으로,‘인디언’(Indian)을 ‘북미 원주민’(NativeAmerican)으로 체한

것은 그 표 인 이다.그러나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온 계층에 한 새로운

조명이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정 한 언어에의 과도한 집착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비 을 받게 된다.실제로 PC 용어집에서 ‘재소자’(convict)는 ‘사회 으로

분리된 자’(sociallyseparated),‘카우보이’(cowboy)는 ‘소를 리하는 직원’(bovin

econtrolfunctionary),‘떠돌이 일꾼’(hobo)은 ‘거주가 일정치 않은 자’(residential

lyflexible),심지어 ‘백인’(white)을 가리키는 말은 ‘멜라닌이 부족한 자’(melanin-

deprived)인데,이는 소수자를 한 표 인지,풍자를 목 으로 만든 용어인지 헷

갈릴 정도이다.극단 인 로,PC를 비웃는 사람들은 ‘우체부’를 가리키는 용어

를 ‘mailman’ 신 ‘personperson’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그 이유는

‘mail’(우편물)은 ‘male’(남자)로도 발음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동음이의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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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주의의 변질과도 유사한 성향을 띤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다문화주의가 사회 불평등을 ‘문화 다양성’으로 포장해 보편

으로 존 받고 조심스럽게 가꿀 가치가 있는 상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비 한 바 있는데(46),이와 같은 맥락에서 PC역시 사회 불평등을 ‘정

한 언어’로 포장해 사실상 사회 으로 보수 인 힘으로서 작용한다.

둘째,PC의 문제 더욱 주목할 것은,민족 심 다문화주의의 경우

에서처럼 PC 역시 일종의 체주의 인 성향을 띤다는 이다.다문화주

의를 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페미니스트 문화 진주의자 등이 여성

소수 세력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공공 담론에 새로운 형태의

불 용을 도입했다며,PC의 “압제”(tyranny)에 하여 불만을 표했다

(Brinkley941).즉 PC에 워진 불명 는,PC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들을 침묵시키는 최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다문화주의는 “인종 ‘다

양성’”(arace-based"diversity")이라는 표제를 지니고 있는 반면,이와는

조 으로 “사고의 다양성”(adiversityofideas)과는 거리가 멀다는 샘

블루팝(Sam Bluefarb)의 말은 이를 잘 설명해 다(222).당시 PC를 비

하던 여러 표 들―“ 하나의 장한 귀족주의”(피들러 144),“‘반인종주

의자’의 인종주의”("anti-racist"racism,Bluefarb223),“스탈린주의의 공식

어”(theofficiallanguageofStalinism,Eco94)―을 종합해 보면,PC는 인

종주의의 정반 편에 서 있는 반동 권 로서 하나의 체주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PC의 문제 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로스가  휴먼 스테

인 의 서두에서부터 PC에 한 문제 제기로 소설을 시작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휴먼 스테인 은 1998년 여름,빌 클린턴(BillClinton) 통령의

섹스 스캔들로 떠들썩하던 미국을 조명하며 시작된다.클린턴의 도덕성에

한 논란은 차치하고,여기에서 로스가 문제 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

래된 “공동체 열정(communalpassion),즉 오래 신생국 미국에서 새

니얼 호손(NathanielHawthorne)이 “박해 풍토”(persecutingspirit)라 규정

이용한 언어유희로서,‘man’이나 ‘male’등의 표 을 극단 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PC에 한 조롱이다.이상 PC에 한 풍자 사례에 해서는 Eco92-93면을 참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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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잘 계산된 분 상태이다(2).51)

미국에서의 그해 여름엔 속하고 정력이 넘치는 년의 철부

지 통령과,천박하고 홀딱 반한 스물 한 살짜리 여직원이 주

차장에서 십 아이들이나 할 법한 짓을 통령 집무실에서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테러리즘―국가 안보에 한 만연한

으로 여겨지던 공산주의를 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의

뒤를 이으면서,경건함이니 순수함이니 하는 굉장한 법석이 미

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열정이자,역사 으로 가장 험

하고도 괴 인 기쁨,즉 독실한 신자인 체하는 감정 도취

를 부활시켰다.

[I]n Americathesummerofan enormouspiety binge,a

purity binge, when terrorism―which had replaced

communism as the prevailing threat to the country’s

security―was succeeded by cocksucking, and a virile,

youthful middle-aged president and a brash, smitten

twenty-one-year-old employee carrying on in the Oval

Office like two teenage kids in a parking lot revived

America’soldestcommunalpassion,historicallyperhapsits

mosttreacherousand subversivepleasure:theecstasy of

sanctimony.(2)

로스는 주커먼(Zuckerman)삼부작으로서  휴먼 스테인 의 작인  나는 공

산주의자와 결혼했다 (IMarriedaCommunist)에서 매카시즘(McCarthyism)이

라는 “박해 풍토”와 공산주의자 아이라 린골드(IraRingold)를 지배했던 공

동체 히스테리의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휴먼 스테인 에서는 “경건함”과

“순수함”이라는 공동체 열정의 문제를 다룰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로스는  휴먼 스테인 의 배경을 1998년 여름으로 설정함으로써,주인공

콜먼의 이야기를 클린턴 통령 탄핵 사건과 병치시킨다.클린턴 스캔들에

이어 등장하는 콜먼의 하나의 스캔들은,클린턴 스캔들을 둘러싼 비난

51)이하  휴먼 스테인 의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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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와 첩되며 공동체 열정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괴 인 향

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9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각 학에 속

도로 퍼져 나갔던 PC,그 결과 학 강단에서 교수가 정치 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태가 일어났던 상황을

고려하면, 학 교수인 콜먼이 이른바 ‘스푹스’(spooks)52)발언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사건은 PC와 직 인 연 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콜먼이 연루된 ‘스푹스’사건이 PC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

즉 패리시(Tim Parrish)의 표 처럼 “PC를 가장한 타락한 정치 공

작”(mean-spiritedpolitickingintheguiseofpoliticalcorrectness,212)이라

는 데 있다.먼 ‘스푹스’사건에서는 PC의 정 한 언어에의 과도한 집착의

문제 이 고스란히 드러난다.‘스푹스’라는 말 한 마디,이 한 마디의 말실수

는 콜먼이 오랜 기간 아테나 학(AthenaCollege)에서 강의를 하고 학을

운 하는 동안 쏟아낸 수백만 마디의 말 가운데 “그를 유죄로 만든 단 한마

디”(thesingleself-incriminatingword) 고,그로 하여 온갖 창피를 당하

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하 으며,자신의 아내마 죽게 만든 직 인 원인

이 된다(6). 한 이 단어 하나로 인해 콜먼은 학 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

인 히게 되는데,마치 헤스터 린(HesterPrynne)의 ‘A’자와도 같은 ‘인종

차별주의자’(Racist)라는 낙인은 심정 으로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두려

움에 굴복하게 만드는 용어로서,이는 당 PC의 압제를 잘 보여 다.흥미

로운 은,콜먼이 “아마추어 언어학자 겸 문법학자”(amateurlinguist,

52)‘스푹스’는 콜먼이  휴먼 스테인 에서 설명하고 있듯이,‘유령’이나 ‘귀신’이라는

뜻과 함께 경멸조의 ‘검둥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콜먼은 학기가 시작된 지 5

주가 다 되도록 강의에 출석하지 않는 두 명의 학생들을 일컬어 ‘유령’이나 ‘귀신’

의 의미로 ‘스푹스’라는 단어를 쓰지만―“그들이 실재하기는 하는 건가요,아니면

스푹스인가요?”(Dotheyexistoraretheyspooks?6)―우연히도 그 두 명의 학

생 모두 아 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밝 지면서,그가 사용한 ‘스푹

스’라는 단어는 경멸조의 ‘검둥이’의 뜻으로 오해받게 된다.‘스푹스’라는 단어는

엘리슨의 소설  보이지 않는 인간 의 첫 구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아

니,그 다고 내가 에드가 앨런 포를 사로잡은 유령이나 할리우드 화에 나오는

심령체 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니다.”(Iam aninvisibleman.No,Iam nota

spook likethosewho haunted EdgarAllan Poe;Noram Ioneofyour

Hollywood-movieectoplasms.3)―에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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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ian)인 아버지로부터 “신 함과 정확함 그리고 단순명료

함”(deliberatenessandprecisionanddirectness)을 원칙으로 하는 언어 습

을 배우며 자라왔다는 사실이다(117,93).항상 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한 아버지의 신념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온 콜먼의 말이,그 일

차 의미 머의 인종차별 언어를 지시하는 말이 되고 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PC에 한 우회 비 으로 읽을 수 있다.

앞서 PC의 더욱 큰 문제 으로서 체주의 인 성향을 살펴본 바 있는

데, 휴먼 스테인 은 로스가 PC의 체주의 인 성향의 문제 을 짚어내

는 수단으로서 패싱을 선택한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여기에서

뉴 니엄 패싱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휴먼 스테인 이 의 소설들 속

의 패싱의 양상이 인종차별 사회에 직면한 흑인들의 응 방식으로서 재

되었다면, 휴먼 스테인 의 패싱―당 의 미국에서 여 히 지속되던 인종

차별에 응하고자 했던―은 의도치 않게 20세기 말 다문화주의의 흐름 속

에서 PC라는 체주의의 철퇴를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 낸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노포크 사창가에서는 흑인이라고 쫓겨났고 아

테나 학에서는 백인이라고 쫓겨난 거야.”(Thrown outofa Norfolk

whorehouseforbeingblack,thrownoutofAthenaCollegeforbeing

white.16)라는 콜먼의 말은 흑인 차별주의 PC라는 두 거 한 집단주의

사이에서 괴된 콜먼 개인의 삶을 상징 으로 표 하는 구 이라 할 수

있다.요컨 , 휴먼 스테인 의 패싱은 여 히 지속되는 인종주의라는 집단

주의와 20세기 말 두된 PC라는 반인종주의 집단주의의 문제를 동시에

짚어내는 효과 인 장치가 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스는 찰스 맥그래스(CharlesMcGrath)와의 인터뷰에서,주커먼 삼부

작― 미국의 목가 (AmericanPastoral,1997),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

다 (1998), 휴먼 스테인 (2000)―은 “나의 세 에 가장 거 한 향을 끼

쳐 온 미국 후 삶의 역사 순간들”(thehistoricalmomentsinpostwar

Americanlifethathavehadthegreatestimpactonmygeneration)을

다룬 삼부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로스는 자신의 세 에 “가장 거 한

향을 미쳐 온 후 미국의 삶의 역사 순간들”로 세 가지를 꼽는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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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카시즘 시 ,베트남 쟁,그리고 클린턴 통령 탄핵이 논해지던

1998년이다.주커먼 삼부작은 로스에게는 새로운 출발 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작들과는 달리 주커먼 삼부작이 역사가 “개인의 자아 창조의

가능성”(individual’spossibilityforself-creation)에 미친 향을 면 하게

그려내기 때문이다(Parrish209).즉 로스의 주커먼 삼부작은 미국의 역사

에 개인사를 녹여내는 기획으로서,구체 으로 매카시즘,베트남 쟁,

통령 탄핵 등 후 미국의 거 한 역사 도 속에서 개인의 자아 창조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로스는  휴먼 스테인 에서 통령 탄핵이 논해지던 1998년,즉 미국에

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열정”이 부활하던 시 를 배경으로 개인의 자아

창조의 가능성을 시험 에 올린다. 휴먼 스테인 에서의 패싱은 곧 콜먼이

라는 한 흑인의 특이성(sigularity)53)을 시험하는 심 장치가 된다.콜먼이

53)카와쉬는 정체성(identity)과 특이성(sigularity)의 계에 한 사유를 보여주며,

특이성을 양자의 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카와쉬에 따르면,특이성은

정체성의 에서 볼 때는 “무질서”(disorder)이자 “과잉”(excess)이며 “무정체

성”(non-identity)이고 “동화될 수 없는 차이”(inassimilabledifference)이다(1997,

213).이어서 카와쉬는 ‘정체성 정치’가 주 화의 반복 인 과정에 기여한다면,반

로 ‘특이성 정치’는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고,이 과정의 한계와 배제 역을 노

출시키며,그 논리와 일 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특이성에 한 이러한 카

와쉬의 사유는  휴먼 스테인 의 콜먼의 특성을 잘 설명해 다. 휴먼 스테인 에

서 콜먼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특이성’이라는 단어로 변되는데,

‘울워스의 그들’에도 ‘하워드의 우리’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그의 특이성은 카와쉬

의 설명 로 ‘정체성’의 개념과 극심하게 립되는 성격의 것이다.즉 어느 집단

의 정체성으로도 규정지어지기를 원치 않는 콜먼의 특이성은 정체성의 에서

볼 때는 ‘무질서’이자 ‘과잉’이며 ‘무정체성’이고 ‘동화될 수 없는 차이’인 것이다.

한 콜먼의 특이성은 인종차별주의 흑인민족주의라는 ‘정체성 정치’의 과정이

지닌 한계와 배제 역을 노출시키며,그 논리와 일 성을 약화시킨다.

질 들뢰즈(GillesDeleuze)의 특이성 개념 역시 부분 으로 콜먼의 특성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을 다.들뢰즈는 ‘특이성’을 개체 이거나 인칭 인 것이 아니라

그 개체들과 인칭들의 발생을 주도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즉 특

이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 으로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화 되고 효과

화 됨으로써 그 성질을 발 한다는 것이다.이는 의식에 의해 실화된 특이성이

종합되는 것이 아니라,특이성들의 장에서 노마드(nomad)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의식이 구성되는 순서를 따른다고 이해될 수 있다.들뢰즈는 하나의 세

계는 특정 수렴에 의해 선별된 특이성들이 체계를 이룬다고 말한다.들뢰즈의 이

개념은 고트 리트 W.라이 니츠(GottfriedW.Leibniz)의  모나드 론 (La

Monadologie)에서 ‘빈 들’(attribut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하나의 세계는

이 빈 들로 차 있으며,각 모나드들은 그 안에 그것이 겪을 사건들이 인 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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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패싱을 하게 되는 계기는 그의 권투 코치 닥 치즈 (DocChizner)의

권유에 의해서이다.권투는 이후에도 지속 으로 콜먼의 패싱을 상징하는

심 소재로서 등장하는데,딘 J. 랑코(DeanJ.Franco)에 따르면 이는

권투라는 운동 자체가 지닌 특성―즉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자신에

한 타인의 추정보다 한 발 앞선 채로 상 방을 속이는 동작을 취하고,상

방을 가격하는―과 패싱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91).실제로 콜먼

은 그가 “카운터펀처”(counterpuncher)인 것만큼이나 “반고백 ”(countercon

fessional)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100),이러한 표 에서

도 권투가 그의 패싱을 상징하는 기상(conceit)임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던 닥이 콜먼에게 이른 말은 피츠버그

학 코치에게 콜먼 자신이 백인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

었다.그 스스로가 흑인임을 밝히지 말라는 것뿐이었다.

“만약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닥의 말이었다.“네가

먼 그 말을 꺼내지는 마렴. 불명확한 존재다. 실키 실

크야.그걸로 충분하다.그걸로 결정을 보는 거다.”

Now,itwasn’tthatonthewayupDoctoldhim totellthe

Pittcoachthathewaswhite.HejusttoldColemannotto

mentionthathewascolored.

“Ifnothingcomesup,”Docsaid,“youdon’tbringitup.

You’reneitheronething ortheother.You’reSilky Silk.

That’senough.That’sthedeal.”(98-99)

‘그 실키 실크가 되라’는 닥의 조언은 콜먼의 평생의 신조가 되는데,

콜먼의 셀 -마스킹(self-masking)은 개인의 창조와 련이 깊다.엘리슨

들의 존속을 표 한다.들뢰즈는 특이성들의 세계의 특징을 ‘의미’와 연계 짓는

다.의미의 세계가 문제 인 것은 특이성들이 문제-장(unchampproblématique)

안에서 분배되며 어떤 방향도 가지지 않는 상학 사건들로서 이 장 안에서 발

생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어떤 심 들에 의존하여 그것은 구분지어지고 정의된다.

를 들어,우리가 각각의 화학 원소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

지만,그 존재와 분포를 기호 심 들에 의존하여 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상 들뢰즈의 특이성 개념은 Deleuze100-108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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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흑인의 마스킹”(Negro’smasking)에 해서,그것은 “공포심의 발로가

아닌,흑인의 정체성을 강탈하고자 창조된 이미지에 한 깊은 거부감의

발로”(motivatednotsomuchbyfearasbyaprofoundrejectionofthe

imagecreatedtousurphisidentity)라고 밝힌 바 있다(2003,109).즉 엘

리슨의 말에 따르면,흑인으로서의 ‘개별화’된 정체성을 덮어버리는 집단

형화에 한 깊은 거부감의 표출이 바로 ‘흑인의 마스킹’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엘리슨은 “미국은 마스킹 조커들의 나라이다.”(Americaisaland

ofmaskingjokers.)라고 말하며,셀 -마스킹을 ‘미국 ’인 것으로 규정한

다(2003,109).이러한 엘리슨의 말을 상기해볼 때 셀 -마스킹 혹은 셀 -

메이킹(self-making)은 선퀴스트의 지 처럼 “미국 개인주의의 순수 술”(the

high artofAmerican individualism),즉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주

의”(liberalism initspurestform)라 할 수 있다(2005,516).

‘먼 스스로 흑인임을 밝히지 말라’는 닥의 조언은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나 소설가 체스넛의 패싱을 연상시킨다.54)닥의 조언은 솔러스의

분류에 따르면 ‘비의도 패싱’(inadvertentpassing)에 해당되는데,55)그러

나 닥의 조언은 콜먼에게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콜먼의 패싱은  흑인이었

54) 컨 ,앞 장에서 살펴본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린치 장면을 계기로 패

싱을 결심하기에 이르는데,그의 패싱은 ‘흑인종임도 부인하지 않고 백인종임도

주장하지 않는’것이다.한편,체스넛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거주하던 당

시,체스넛을 비롯하여 그의 부모와 아들 두 딸들은 그들의 흰 피부 덕분에

마치 백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체스넛의 패싱 방식 역시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와 유사하게 “그의 흑인성을 애써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알리지도 않는”(did

notbothertodenyhisblackness,nordidheadvertiseit.)방식이었다(Williamson

101).즉,체스넛과 그의 가족은 ‘침묵’을 통해 사실상 백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

었다.

55)솔러스는 패싱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이를 “자발 ”(voluntarily),“비의도

”(inadvertently),“비자발 ”(involutarily)으로 분류한다(1997,250-51).자발

패싱은 말 그 로 ‘의식 ’(conscious),‘의도 ’(deliberate)으로 패싱을 하는 것으

로서,경제 기회 이득의 가능성,이인종(interracial)간의 구애 결혼,노

제,인권의 박탈,차별,그리고 인종 분리 정책이 흑인의 삶에 부과한 제약들로

부터의 벗어남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비의도 패싱은 백인으로 오

인되어도 자신이 흑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컨 ,소설가 체스넛의 패

싱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마지막으로,비자발 패싱은 패싱을 하는 자에게 알려

지지 않은 채 타인에 의해 패싱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솔러스는 이 논문의 2장

에서 살펴본 바 있는  바보 슨 의 아이 바꿔치기를 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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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남자 의 화자의 결심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 자신[의 인종]에 해

마음 로 생각하게”(lettheworldtakemeforwhatitwould,139)하는

것도 아니며,체스넛처럼 백인으로 오인될 때 자신이 흑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방식의 패싱도 아니다.콜먼은 닥의 조언을 극 으로 변형하여 자

신의 평생의 신조로 취한다.

콜먼의 패싱은 자신이 “정말 자의 인 어떤 인종으로 지정됨으로써”(by

soarbitraryadesignationasrace)장래가 부당하게 제약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120).그는 사회가 마음 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내

버려두지 않고,“직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takethe

futureintohisownhands)쪽을 택한다(120).이러한 콜먼의 태도는 “나의

인종 구성,세상에서 내가 차지하는 치는 오로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실입니다.”(My racialcomposition and my position in theworld are

realitieswhichIalonemaydetermine.Helbling149재인용)라고 주장했던

소설가 진 투머(JeanToomer)의 태도를 연상시킨다.사실 콜먼에게 요한

것은 흑이냐 백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해 나가는 것이다.그가 유 인으로서의 삶을 택하는 것 역시 자신의 결심

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행 로서 의미를 지니는데,이러한 맥락에

서 콜먼에게 패싱이란 극 행 라 할 수 있다.로스는 시카고 학교

학원을 다니던 시 만난 한 흑인 친구의 친척 이야기로부터  휴먼 스테인 

의 감을 얻었음을 밝힌 바 있는데,그 친척은 패싱을 통해 백인 사회로 진

입한 흑인이다.그 친척 이야기가 로스 자신에게 남겼던 인상에 해,그는

맥그래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아변형.자아발명. 체 가능한 운명.과거와의

연.강렬한 것.”(Self-transformation.Self-invention.Thealternativedestiny.

Repudiatingthepast.Powerfulstuff.)이라고 술회한다.56)로스의 말처럼,콜

먼의 패싱은 타자에 의해 구성되어오던 인종이 스스로를 구성하려는 극

행 의 의미를 갖는다.

56)로스가 『휴먼 스테인 의 감을 얻은 패싱의 일화에 해서는 맥그래스와

의 인터뷰를 인용함.<http://www.nytimes.com/books/00/05/07/reviews/000507.07m

cgr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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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콜먼의 패싱은 이 의 소설들에서 재 되어 온 패싱과는

성격이 다르다.주로 자신이 지닌 ‘흑인성’의 거부 내지는 폐기와 한

련이 있는 기존의 패싱 소설들과는 달리,콜먼의 패싱은 ‘흑인성’으로부

터 달아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다.하워드 학교(HowardUniversity)에

진학한 콜먼은 하워드에 들어가 맞은 첫 토요일,룸메이트와 함께 핫도그

를 사먹으려고 울워스(Woolworth)에 들어갔다가 한 백인으로부터 “검둥

이”(nigger)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그것은 그가 처음 당한 일이었다.

이스트오 지 고등학교에서는 수석 졸업생이었던 그가 인종차

별을 하는 남부에서는 단지 다른 검둥이에 불과했다.인종

차별을 하는 남부에서는 그에게나 그의 룸메이트에게나 독립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미묘한 구별 같은 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그 충격은 그야말로 통렬한 것이었다.검둥이

―그것이 그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At East Orange High the class valedictorian, in the

segregated South justanothernigger.In the segregated

Souththerewerenoseparateidentities,notevenforhim

and his roommate.No such subtleties allowed,and the

impact was devastating. Nigger―and it meant him.

(102-103)

이 사건은 이후 콜먼이 패싱을 하는 데 강한 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이지만,콜먼이 “검둥이”로 취 당하는 이 사건이 그가 패싱을 하는 이유

의 부는 아니다.콜먼이 “검둥이”로 취 되는 것만큼이나 못 견뎌 하는

것은,하워드에서 그로 하여 자신이 흑인임을 느끼게 만드는 동료 흑인

학생들이다.

하워드에서 그는 자신이 그 워싱턴 DC에 온 검둥이가 아니라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마치 그 충격이 충분치 않기라도 한 듯,

그는 하워드에서 자신이 니그로라는 사실 한 알게 되었다.그

것도 하워드의 니그로.있는 그 로의 나라는 존재는 하룻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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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든 우리라는 것의 고압 인 견고함을 지닌 것으로서의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그는 우리와도,그 우리를 뒤 따라

오는 압제 인 우리와도 계 맺는 것을 원치 않았다.

AtHowardhe’ddiscoveredthathewasn’tjustaniggerto

Washington,D.C.―asifthatshockweren’tstrongenough,he

discovered atHoward thathe was a Negro as well.A

HowardNegroatthat.Overnighttheraw Iwaspartofawe

withallofthewe’soverbearingsolidarity,andhedidn’twant

anythingtodowithitorwiththenextoppressivewethat

camealongeither.(108)

여기서 콜먼이 못 견뎌 하는 것은 ‘흑인성’이 아니라,곧 그들 속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57)콜먼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 만큼이나 마찬가

57)이러한 콜먼의 태도를 온 히 이해하기 해,로스의 단편 소설 ｢유 인의 개종｣

("TheConversionoftheJews")의 주인공 오지 리드먼(OzzieFreedman)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반항심과 호기심으로 충만한 유 인 소년 오지는 가정 히

리 학교에서 지나치게 유 인과 유 교를 미화하는 것에 반감을 느껴 반항한

다.오지가 반항하는 것은 유 인과 유 교에 한 미화뿐 아니라 유 인의 집단

주의(we-ness)인데,다음은 유 인의 집단주의에 한 오지의 반감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생겼다.라 구아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58명이 목숨을 잃었다.오지의 어머

니는 신문에 보도된 사상자 명단을 살피던 ,8명의 유 인 사

망자 이름을 찾아냈다(그의 할머니는 9명을 찾아냈지만,그녀는

러까지 유 인 이름으로 계산했던 것이다).오지의 어머니는

그 8명 때문에 그 추락 사고가 ‘비극’이라고 말했다.수요일 자유

토론 시간에 오지는 ‘자신의 친척 몇 사람’이 항상 유 인 이름

을 골라낸다는 사실에 랍비 바인더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랍비

바인더는 문화 통일이니 뭐니 하고 설명을 시작했지만,그 때

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랍비 바인더는 오지에게 앉으라고 말했으나,오지는 바

로 그 때 그 58명이 모두 유 인이라면 좋겠다고 외쳤다.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호출을 당하게 된 이유 다.

Thentherewastheplanecrash.Fifty-eightpeoplehadbeen

killedinplanecrashatLaGuardia.Instudyingacasualtylist

inthenewspaperhismotherhaddiscoveredamongthelis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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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그 밖의 다른 모든 존재이기도 하기에,그는 “나라는 존재의 한

개척자들 가장 한 개척자 콜먼”(Coleman,the greatestofthe

greatpioneersoftheI,108)이기 해 그들의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콜먼은 자신의 특이성의 탐색으로서 패싱을 결심하는데,이것

이 기존의 패싱과 콜먼의 패싱이 차별 지워지는 지 이라 할 수 있다.

컨 ,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가 흑인이 린치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이 그 게 다루어질 수 있는 종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수치

심”을 느끼며 패싱을 결심할 때 “수치심”에 방 이 있다면,콜먼의 패싱은

어느 한 “종족의 일원”이기를 거부하는 데 방 이 있다.‘검둥이’는 물론이

요 압제 인 ‘우리’의 일원이기를 거부하는 콜먼이 어린 시 부터 죽 원해

왔던 것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흑인으로서도 심지어 백인으로서도 아닌

그 “단독으로”(onhisown)자유롭게 사는 것이다(120).로스 스스로가

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듯,콜먼의 패싱은 “ 하나의 ‘우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과 무 ”(hasnothingtodowithwantingtobelongtoanother

"we")하다.즉 로스 자신의 말처럼,콜먼의 패싱은 “그 자신의 ‘우리’로부터

달아나는 데”(intheflightfrom hisown"we")성공 으로 자신을 “

장”(disguise)하는 것이다.58)

thosedeadeightJewishnames(hisgrandmotherhadninebut

shecountedMillerasaJewishname);becauseoftheeight

she said the plane crash was “a tragedy.” During

free-discussion time on Wednesday Ozzie had broughtto

RabbiBinder’sattentionthismatterof“someofhisrelations”

always picking outthe Jewish names.RabbiBinder had

beguntoexplainculturalunityandsomeotherthingswhen

Ozziestoodupatthisseatandsaidthatwhathewantedto

know wasdifferent.RabbiBinderinsistedthathesitdown

and itwas then thatOzzie shouted thathe wished all

fifty-eightwereJews.Thatwasthesecondtimehismother

came.(Roth1993,141-42)

이 장면에서 오지가 드러내는 것은 ‘유 성’에 한 반감이 아니라,유 인의 집

단주의에 한 반감으로 읽을 수 있다.

58)콜먼의 패싱에 한 로스의 언 은 맥그래스와의 인터뷰를 인용함.<http://ww

w.nytimes.com/books/00/05/07/reviews/000507.07mcgr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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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패싱 소설들이 인종차별주의라는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는 패싱을 재 한다면, 휴먼 스테인 의 뉴 니엄 패싱은 인종차별주의

라는 집단주의와 흑인민족주의라는 집단주의,두 거 한 집단주의의 틈바

구니에 끼인 한 혼 인의 고심을 담아낸다.콜먼이 하워드 학교 진학을

해 워싱턴으로 건 오자,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검둥이”(aniggerandnothingelse)가 되어 있었고,“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니그로”(aNegroandnothingelse)가 되어 있었다(108).59)

59)여기서 콜먼이 울워스에서 듣게 되는 “검둥이”(nigger)라는 말에는 물론 인종차

별 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반 로 하워드에서 느끼는 “니그로”(Negro)라는

의식에는 흑인 민족주의 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에서,이 둘은 상반된 의

미를 지닌다.콜먼이 하워드에서 느끼는 ‘니그로’의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네그

리뛰드(négritude)운동으로 잘 알려진 에메 세제르(AiméCésaire)의 말이 참고

가 된다.세제르는 르네 데페스트르(RenéDepestre)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그로는 흔히 얘기하듯 어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아름

답고 요한 흑인 문명이 오래도록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

해야 한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니그로이며,이

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아 리카는 인류 역사에서 백지가 아

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요컨 ,우리 니그로의 유산은 존경받

을 만한 가치가 있고,이 유산은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장

차 인류에게 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A]ndthatNegroeswerenot,asyouputit,bornyesterday,

because there have been beautiful and important black

civilization.[...]Therefore we affirmed thatwe were
Negroesandthatwewereproudofit,andthatwethought

thatAfricawasnotsomesortofblankpageinthehistoryof

humanity;insum weassertedthatourNegroheritagewas

worthyofrespect,andthatthisheritagewasnotrelegatedto

thepast,thatitsvalueswerevaluesthatcouldstillmakean

importantcontributiontotheworld.(76)

여기서 세제르는 흑인 수난사의 기표요 굴욕과 수치의 낙인이었던 ‘니그로’를 흑

인의 정치 자의식과 문화 자 심의 상징으로 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라는 말의 반복이 암시하듯이 그 작업은 세계 모든 흑인들이 ‘연 의식’

을 가짐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음을 덧붙인다(이경원 276-77).즉 콜먼이 하워드

에서 느끼는 ‘니그로’의식은 곧 세제르가 말하는 ‘니그로’의 연 의식과 유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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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그들이 자신들의 극심한 편견을 당신에게 부과하도록

둬서는 안 되듯,작은 그들이 ‘우리’가 되어 자신들의 윤리를

당신에게 부과하도록 둬서도 안 된다.그 ‘우리’라는 것과 우리

식의 담화의 폭정을,그리고 그 ‘우리’가 당신의 머리 에 쌓

아 놓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울워

스의 그들이나 하워드의 우리,그 어느 쪽도 안 될 말이다.

Youcan’tletthebigtheyimposeitsbigotryonyouany

morethan you can letthelittlethey becomeaweand

imposeitsethicsonyou.Notthetyrannyoftheweandits

we-talkandeverythingthatthewewantstopileonyour

head.[...]NeitherthetheyofWoolworth’snortheweof

Howard.(108)

콜먼의 패싱은 이처럼 한 개인이 집단으로서 규정되는 데 한 응으로,

(‘검둥이’도 ‘니그로’도 아닌,‘울워스의 그들’도 ‘하워드의 우리’도 아닌)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있는 그 로의 나’를 한,“특이성을 한 열정

투쟁.”(Thepassionatestruggleforsingularity.)으로 재 된다(1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휴먼 스테인 에 와서는 패싱을 하는 주인공이 흑

인 공동체를 마주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일반 으로 흑인 공동체 몰래

은 하게,혹은 흑인 공동체의 묵인 하에 이 지는 패싱은 흑인의 인종

뿌리에 한 ‘배신’과도 같이 여겨지는데,기존의 패싱 소설들은 부분 흑

인 공동체를 배신하는 데 한 주인공의 자의식을 반 한다.그러나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이 흑인 공동체를 마주하는 태도는 그들과는 이하게

다르다. 컨 ,조상 숭배(ancestorworship)를 “감 ”(imprisonment)에

비유하는 콜먼의 태도는(144),패싱을 한 후 “한 그릇의 죽을 해 나의 출

생권을 팔아버렸다.”(Ihavesoldmybirthrightforamessofpottage.

156)고 후회하는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의 태도와는 크게 상반된다.

콜먼의 아버지는,그의 견해에 따르면 “ 문학의 정 이자 반역에 한

가장 교육 인 연구”(English literature’s high pointand the most

educationalstudyoftreasoneverwritten)인 희곡  리우스 시  (Julius



-148-

Caesar)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들 네임(middle

name)으로 붙여 다(92).이에 따라 장남 월터(Walter)는 안토니(Antony),

차남 콜먼은 루투스(Brutus),막내 딸 어니스틴(Ernestine)은 칼푸르니아

(Calpurnia)라는 이름을 각각 받게 된다.그의 형과 여동생이 각각 시 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안토니와 아내 칼푸르니아의 이름을 받는 것과 조 으

로,콜먼은 시 를 배신하는 루투스의 이름을 받게 되는데,이는 콜먼이

이후 패싱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종을 배신하는 것에 한 암시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콜먼에게 패싱은 자신의 ‘출생권을 팔아버리는’배신행 가 아니

라,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로움,가장 막 한 목표 “특

별한 나”(particularI)가 되리라는 확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뜻한

다(109).로스의 표 에 따르면,콜먼은 패싱을 선택하는 데 철 하게 “실

용주의 인”(utilitarian)태도를 견지하는데,60) 심지어 어머니에게 연을

통보하는 순간까지도 외는 아니다.콜먼에게서는 존슨의 화자가 느 던

것과 같은 존재 이 성에서 기인한 극심한 고통의 경험은 엿볼 수 없다.

콜먼의 패싱은 흑인이라는 인종 운명을 감내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의 아버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규모의 자유로운 상태.

그의 아버지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만큼이나 자유로운 상태.아

버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견뎌 내야 했던 모든 것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상태.부담.굴종.방해.상처와 고통과 가식과

수치심.실패와 좌 의 모든 극도의 정신 고통.그런 것들

신,커다란 무 에서의 자유로운 상태. 고 나아가,거 한 존

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Freeonascaleunimaginabletohisfather.Asfreeashis

fatherhadbeenunfree.Freenow notonlyofhisfatherbut

of all that his father had ever had to endure.The

60)콜먼의 태도에 한 로스의 언 은 맥그래스와의 인터뷰를 인용함.<http://ww

w.nytimes.com/books/00/05/07/reviews/000507.07mcgr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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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itions.Thehumiliations.Theobstructions.Thewound

and the pain and the posturing and the shame―allthe

inwardagoniesoffailureanddefeat.Freeinsteadonthebig

stage.Freetogoaheadandbestupendous.(109)

즉 콜먼에게 패싱이란,자신의 본질을 거부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자신

의 본질을 깨닫게 해 연극―“우리,그들,그리고 나라는 명사들의 무한

한 자아 규정의 연극”(boundless,self-definingdramaofthepronounswe,

they,andI,108)―을 상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인 것이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의 존재 목 을 능하신 신들께서 결정

해 두었는데?”(Whatcanbeavoided/whoseendispurposedbythe

mightygods?107-108)라는  리어스 시  2막 2장의 사는,콜먼의

아버지가 콜먼에게 들려주기 해 인용하곤 했다.콜먼에게 이 구 은 “이

것은 능하신 신들이 정해 둔 것!실키의 자유.있는 그 로의 나.실키

실크로 존재하는 모든 미묘함.”(Thishadbeenpurposedbythemighty

gods!Silky’sfreedom.Theraw I.AllthesubtletyofbeingSilkySilk.

108)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다가온다.콜먼에게 운명이란 자신이 흑인 통

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자기 피부색으로 어느 쪽으로든 원하는

쪽으로 연기할 수 있는,자신의 선택에 따라 피부색을 결정할 수 있는 운

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콜먼에게는 바로 이것―패싱을 가능 하는

피부색을 갖고 태어난 것―이 ‘능하신 신들이 정해 둔 것’이다.요컨 ,

콜먼은 그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흑인 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다고 그의 패싱이 그 운명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성격의 것도 아니

다.콜먼은 바로 자신이 패싱을 가능 하는 피부색을 갖고 태어난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더 이상 사회 힘이 자신의 삶의 항로를 결정하

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이다.

3)특이성의 소멸,부활,그리고 죽음―‘유령’으로서의 인종

지 까지 패싱과 련하여 콜먼의 특이성―‘울워스의 그들’에도,‘하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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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리’에도 속하지 않는―탐색의 주제에 해 살펴보았는데,이 논문은 특

이성 탐색의 주제만큼이나 로스가  휴먼 스테인 에서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

제는 뉴 니엄의 특이성의 필연 부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다시 말해,

인종이라는 테두리에서 기필코 벗어나려는 콜먼의 시도는 필연 으로 콜먼

이 인종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결론에 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패싱은 콜먼이 특이성을 탐색하는 수단인 동시에 특이성이란 필연

으로 부재함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이 기능을 한다.단 인 로,이

는 콜먼이 흑인이라는 인종에서 벗어나기 해 패싱을 하지만,결과 으로

유 인이라는 인종에 묶이고 만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구체 으로 언

하자면 ‘유색 인종 학생’이라는 인종 수식어가 따라붙던 콜먼에게,그가

유 인으로 패싱을 한 이후 아테나 학의 교수가 되자 이제는 ‘유 인 교

수’라는 인종 수식어가 따라붙게 된다.61)다시 말해, 휴먼 스테인 에서

패싱은―와스 (WASP)로의 패싱을 제외하고―인종 수식어를 온 히 떼

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어느 한 인종 수식어를 다른 것으로 체할

뿐이다. 한 아테나 학을 개 하려는 콜먼의 기획에 한 반발은 콜먼에

한 반발이기보다는 ‘유 인 콜먼’에 한 반발―콜먼의 한 반 자가 “유

인들이 하는 짓”(whatJewsdo,9)이라 말했던 것처럼―이다.요컨 ,콜먼

61)유 인인 펜스터먼 박사(Dr.Fensterman)는 콜먼으로 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수석 졸업을 양보하도록 콜먼의 부모를 설득한다.그는 콜먼의 부모에게 콜

먼의 양보에 한 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하기도 하는데,펜스터먼 박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펜스터먼 박사의 논리는 콜먼이 차석 졸업을 하더라도 이제

까지 이스트오 지 고등학교(EastOrangeHighSchool)졸업생 ‘가장 성 이

우수한 유색 인종 학생’임은 말할 것도 없고,1944년 졸업생 에서 ‘최고 성 을

받은 유색 인종 학생’이 될 것이며,주 체에서도 ‘최고 성 의 유색 인종 학생’

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87).펜스터먼 박사의 논리는 콜먼의 가능성

을 ‘유색 인종’이라는 테두리 속에 한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편 콜먼의

유 인으로의 패싱 역시 그에게 인종 꼬리표를 떼어내는 계기를 마련해주지는

않는다.콜먼이 유 인으로 패싱을 한 이후,아테나 학의 교수가 된 콜먼에게는

다른 인종 꼬리표가 붙게 된다.그것은 곧 그가 아테나 학 교수로 임용될

당시 그곳에 재직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유 인”(ahandfulofJews)교수 가운

데 하나 고,아마도 미국 역을 통틀어 고 학과에서 강의를 맡도록 허락된

“최 의 유 인”(thefirstoftheJews)교수라는 것, 한 80∼90년 를 통틀어

아테나 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한 “최 이자 유일한 유 인”(thefirstandonly

Jew)이라는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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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패싱을 통해 ‘울워스의 그들’ ‘하워드의 우리’에서 벗어나지만,결과

으로 ‘유 인들’ 한 명이 되고 만다.

콜먼은 유 인으로 패싱을 함으로써 ‘울워스의 그들’에도 ‘하워드의 우리’

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한 개척자들 가장 한 개척자

콜먼”이 되는 듯하지만,유 인이 된 콜먼은 그가 흑인이었을 때와 마찬가

지로 반유 주의(anti-semitism)라는 다른 인종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만

다.즉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울워스의 그들’이나 ‘하워드의 우리’에 속해야

하는 콜먼을 구출해주는 것이 패싱이라면,한편으로는 실상 유 인이 아닌

데도 콜먼이 반유 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비극을 연출하는 것

역시 패싱인데,이러한 패싱의 이 성이야말로  휴먼 스테인 의 패싱을 특

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콜먼은 유 인으로 패싱을 함으로써 흑인으로서 받았던 불합리한 편견

흑인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동시에 이 패싱은 ‘스푹스’

사건 때 실상은 흑인인 콜먼이 흑인차별주의자로 내몰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래하는데,이는 유 인으로의 패싱을 통한 그의 특이성 획득의 시

험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스푹스’사건은 콜먼

의 특이성 획득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며 인종의 테두리의 강력한 힘이 표

면에 드러나는 사건이지만,그러나 그의 특이성 획득의 시험은 ‘스푹스’사

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 인 아이리스 지틀먼(IrisGittelman)이라는 유 인

여성과의 결혼 시 에 이미 서서히 무 져 내리고 있었다.인종이라는 테두

리에서 온 히 벗어나기 해 행해진 콜먼의 패싱은 아이리스와의 결혼으로

귀결되는데,콜먼은 아이리스와의 결혼에서 그 스스로가 인종에 한 사고

에 얽매이기 시작한다.62)콜먼이 아이리스와의 결혼을 해 자신의 어머니

62)주커먼 삼부작이자  휴먼 스테인 의 작인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에서

도 결혼이 주인공 아이라의 특이성을 좌 시키는 소재로 등장했음을 상기해볼

때,콜먼의 결혼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그 어느 것에도 매

어 있지 않던 아이라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 특이성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으

나, 부호인 여배우 이 임(EveFrame)과 결혼해 부르주아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그의 특이성은 좌 된다.아이라의 사상 스승인 오데이(O’Day)는 아이

라에게 가정,결혼,가족,정부(mistresses),간통 등의 일체의 것들을 ‘모든 부르

주아 인 쓰 기’라고 칭하며,이들은 모두 “주요한 일의 곁가지”(thesideofthe

mainthing)이자 “존재의 모든 주변 인 일들”(alltheperipheralstuff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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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 을 통보할 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자신이 아이리스에게서

원했던 것이 그녀의 외모―“콜먼의 것보다 훨씬 더 흑인의 것에 가까운 구

불구불한 덤불숲 같은 머리카락”(sinuousthicketofhairthatwasfarmore

NegroidthanColeman’s)―가 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136).즉 그

가 장차 갖게 될 자녀들의 머릿결에 해 엄마인 아이리스를 닮아 그 다는

식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이리스의 외모가 곧 자신이 그녀를 배우자로 선

택하길 원했던 근거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콜먼을 찾아온다.그리고 콜먼

의 동생 어니스틴의 증언에 따르면,그는 실제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

마다 아이들에게서 흑인의 형질이 나타날 가능성에 한 염려로 노심 사한

다(320).제 (Jeff)와 마이키(Mikey)에 이어 콜먼이 계획한 마지막 자녀가

둥이로 태어났는데 두 아이 모두에게서 흑인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자,그

는 그의 온갖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걱정거리 하나가 그의 인생

에서 송두리째 뽑 사라진 듯한 감정을 느낀다(177).

뿐만 아니라 콜먼에게 결혼이란 어느 한 인종 정체성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존재가 되기 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비하면서 장된 모습을 “입었다 벗었다”(tryingonandcastingoff)하지

않아도 되었다(132).다시 말해,콜먼에게 결혼이란 곧 패싱으로 표되는

연극―“우리,그들,그리고 나라는 명사들의 무한한 자아 규정의 연극”―

을 상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사실상의 종결 상태를 의미한다.

콜먼은 역 후 뉴욕 학교(NYU)에 다니던 시 만나던 발의 백인

여성 스티나 팔슨(SteenaPalsson)과 결별한 후,그리고 아이리스와 만나기

, 엘리 매지(Ellie Magee)라는 흑인 소녀와 만나게 된다. “막간

existence)이라고 경고한다(Roth 1999,281).오데이는 네이선 주커먼(Nathan

Zuckerman)에게 아이라를 비 하는 와 에,결혼한 남자들 부분은 아내와 자

식이라는 “인질”(hostages)때문에 무 연약하다고 표 하기도 한다(Roth1999,

226).콜먼 역시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내면서까지 자신의 특이성―인종이라는 테

두리를 벗어난 독자 인 삶―을 지켜내려 하지만,아이리스와 결혼을 하고 자녀

를 낳으면서 그는 다시 인종과 불가분의 계에 놓인 삶을 살게 된다.오데이의

표 처럼 콜먼에게도 자녀란 그가 인종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 인 삶을

살아가는 데 ‘인질’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데,콜먼의 삶,더 나아가 콜먼이 살아간

시 상을 재 하는 역할을 맡은 주커먼이 ‘생식불능’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에서

상징 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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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interlude,132)이라고 불리는 엘리와의 만남은 스티나와의 만남이나 아

이리스와의 만남에 비해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그러나 엘리와

의 만남은 콜먼이 만나는 여성의 인종에 따른 그의 패싱이 지닌 의미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흑인인 엘리와의 만남은 백인인 스티나와의 만남과

는 정반 로 콜먼에게 안도감을 다.단 인 로,콜먼은 스티나와 만날

때 스티나가 쓴 시에서 “목”(neck)을 “니그로”(negro)로 잘못 읽고 자신의

인종 정체성이 발각된 알고 두려움을 느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

험을 한다.반면,엘리와의 만남에서 콜먼은 인종 정체성에 한 이야기를

비롯해 그 어떤 이야기도 매우 쉽게 털어놓게 된다.콜먼은 엘리 앞에서 비

이 없어졌기에,다시 ‘소년,’즉 비 을 갖기 이 의 소년이 된 듯한 느낌

을 갖는다.엘리와 함께 보낸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지만,그러나 뭔가 요

한 게 빠져 있었으니,그것은 바로 “야망”(ambition)이었다(135).이와 같이

비록 즐겁지만 야망이 결여된 듯한 엘리와의 만남은 “갑옷을 벗어버린 상태

가 주는 즐거움”(thepleasureofbeingunarmored)이라고 표 되는데(135),

이는 엘리와의 만남이 안도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기사나 웅

이 되기 한 필수 조건인 갑옷이 결여된 것임을 나타낸다.다시 말해,흑인

인 엘리와의 만남은 콜먼으로 하여 패싱을 불필요하게 만드는데,패싱의

불필요성은 콜먼 자신의 비 ,즉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단단히 감싸는 ‘갑

옷’의 불필요성과도 같으며,이는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로 개척하고자 하

는 ‘야망’을 지닌 기사나 웅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의미한다.요컨 ,

콜먼에게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얽힌 비 은 다름 아닌 그의 ‘야망’이자,“그

의 일생동안 곧 그를 책동해온 자기 자신에 한 개념”(conceptof

himselfthat’sbeendrivinghim allhislife,135)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인 여성 아이리스와의 만남은 콜먼으로 하여 “다

시 링에 올라서게”(backinthering)한다(135).앞서 랑코가 지 한 바와

같이 권투는 이 소설 내내 패싱을 상징하는 비유임을 감안할 때,그가 다시

링에 올라서게 된다는 표 은 그가 다시 비 을 지녀야 하게 된다는 뜻이

자,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숨기는 재능,즉 그가 다시 패싱을 시작하게 된다

는 뜻이다.엘리와의 만남이 주는 “천진난만한 즐거움”(innocentfun)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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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으로,유 인 아이리스와의 만남은 그 이상의 것,“콜먼이 살고 싶어

하는 규모의 삶”(hislifeonthescalehewantstoliveit)을 되돌려 다

(136).따라서 콜먼에게 비 ,야망,기사나 웅의 삶,자신이 살고 싶어 하

는 규모의 삶 등의 개념들은 모두 패싱이란 한 단어로 수렴된다.

“유 인 같지 않은 유 인 아이리스”(non-JewishJewishIris,132)는 ‘유

인이 아닌 유 인’콜먼이 유 인으로 패싱을 한 채 살아가는 데 합한

상 자 다.콜먼이 아이리스를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매개체로 삼는 이

유는,“유 인 같지 않은 유 인”아이리스와의 결혼이 유 인으로서의 삶에

함몰되지 않은 채 자신의 특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거라는

콜먼의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그러나 요한 사실은 콜먼이 유 인이든

아니든,아이리스가 유 인 같든 그 지 않든,이와는 무 하게 그들이 유

인 부부,유 인 가정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결과 으로 아이리스와의 결

혼은 콜먼으로 하여 더 이상 다른 존재가 되기 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비하면서 장된 모습을 ‘입었다 벗었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의 정착

을 의미한다.즉 콜먼이 유 인 여성과 결혼하여 유 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 인으로 패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역설 으로 더 이상 패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정착하여 유 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요컨 ,

콜먼에게 결혼은 “막간극”도,“연극”―“우리,그들,그리고 나라는 명사들

의 무한한 자아 규정의 연극”―도 종결되어 버린,한 인종 정체성에 안주하

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콜먼은 유 인 아이리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아테나

학의 학장을 지내고,유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고 싶어 하

는 규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삶을 책동했던

특이성―패싱의 지향 이기도 했던―은 소멸하게 된다.이는 콜먼의

패싱이 자신이 ‘정말 자의 인 어떤 인종으로 지정되는’것을 참을 수 없는

데서 기인했지만,그가 유 인이라는 인종에 안착하고 난 후에는 유 인의

‘백인성’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혜택들을 지키기 해 더욱 인종에 얽매이게

되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아이러니하게도 콜먼의 특이성은 그가 유

인으로 패싱을 함으로써 얻게 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난 후에야 부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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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푹스’사건으로 자신의 아내 아이리스를 잃고,아테나 학의 교수직

에서 물러난 후,즉 유 인으로서 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주

커먼의 표 처럼 콜먼은 아무것도 걸려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

신을 내던진다(33).‘스푹스’사건 이후 콜먼의 삶은 포니아 팔리(Faunia

Farley)라는 여성과의 만남으로 철되는데,포니아는 백인 여성이지만 백인

스티나,흑인 엘리,유 인 아이리스와의 만남에서와는 달리 그녀가 어느 인

종에 속해있는지는 요한 사실이 아니다.그 둘 사이의 인종 차는 물론이

요,나이 차,계 차 등의 극심한 차이들도 모두 무화되며,오히려 그러한

차이들로 인해 그들에게는 더 큰 자유가 허락된다.

주목할 것은 콜먼의 특이성의 부활이 그가 유 인으로서 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후,마지막으로 그의 내면의 ‘분노’마 내려놓고 나

서야 완성된다는 이다.콜먼은 ‘스푹스’사건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스푹

스 (Spooks)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데 골몰한다.여기서 콜먼의 분노는

주커먼 삼부작으로서  휴먼 스테인 의 작인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의 이 의 증오심과 겹쳐볼 때,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유 인인 이 는

반유 주의를 표면에 드러내는 인물인데,이 의 반유 주의는 “그녀가 연

기하는 역할의 일부”(apartoftheroleshewasplaying,Roth1999,157)

로,실은 그녀 자신이 유 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한―유 인(Jew)에서

비유 인(Gentile)으로 패싱을 하기 한―것이었다.

당신은 당신 부모의 자식이고 싶지 않은 미국인입니까?좋아요.

당신은 유 인과 련이 없기를 바랍니까?좋습니다. 구도 당

신이 유 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고 세상으로

의 당신의 행로도 장하고 싶습니까?문제를 숨기고 다른 사람

인 척 하고 싶습니까?좋아요.[...]하지만 덤으로 유 인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그런 감정 없이도 당신은 자신을

비유 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어요.좋은 감독이라면 이 의 연

기에 해 이 게 말해줬을 거야.반유 주의는 과장된 연기라

고 지 했겠지.[...]버리세요.당신은 그런 감정이 필요 없습

니다.그게 없다면 일이 더 잘 풀릴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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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anAmericanwhodoesn'twanttobeyourparents'

child?Fine.You don'twanttobeassociated with Jews?

Fine.You don'twantanybody to know you were born

Jewish,youwanttodisguiseyourpassageintotheworld?

Youwanttodroptheproblem andpretendyou'resomebody

else?Fine.[...]You don'thavetohateJewsintothe

bargain.[...]You'reconvincingasaGentilewithoutthem.

That'swhatagooddirectorwouldhavetoldherabouther

performance.Hewouldhavetoldherthattheanti-Semitism

isoverdoingtherole.[...]Dropit,youdon'tneedit,it'll

workmuchbetterwithoutit.(Roth1999,157-58,필자 강조)

이 소설에서 이 의 직업이 배우라는 ,그리고 유 인인 그녀가 비유 인

으로 패싱을 하는 것이 ‘연기’에 비유된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구체 으

로 유 인인 그녀가 비유 인으로 패싱을 하는 것은 ‘연기’에 비유되고,그

녀가 반유 주의를 표면에 드러내는 것은 ‘과장된 연기’에 비유되는데,여기

서 유 인을 향해 드러내는 그녀의 표면 인 증오는 그녀가 패싱을 하는 과

정에서의 과잉 반응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이 의 증오심과 패싱의 상 계를  휴먼 스테인 과 겹쳐볼 때,콜먼의

분노 역시 그가 패싱을 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과잉 반응으로 읽

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즉 콜먼의 분노는 일차 으로 그가 ‘스푹스’사건

에서 느낀 원통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분노에 휩싸여  스푹

스 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데 골몰하는 콜먼의 모습에서는 증오심에 가

득 찬 이 의 모습이 엿보인다.콜먼이  스푹스 ―‘검둥이들’이라는 인종차

별 제목이기도 한―라는 책을 집필하고자 하는 일차 동기가 ‘스푹스’사

건과 련한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라면,그 동기의 이면에는 자신

을 ‘유 인’으로 치시키고 ‘검둥이들’을 타자화하는 거리 두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푹스 라는 책에서 콜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흑인임을 밝히

지 않으면서도 ‘스푹스’사건과 련한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 일진

데, 스푹스 라는 제목의 이 논픽션은 비 을 감추면서도 드러내야 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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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황에 놓여있고,이 책의 운명은 콜먼의 존재 조건과도 닮아있다.즉

콜먼의 존재 조건과도 같이  스푹스 라는 책 역시 자신이 흑인임을 감추면

서 자신의 내러티 를 주장해 나가야 한다는 운명을 지님으로써,콜먼과

 스푹스 는 공통된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다.콜먼이  스푹스 의 집필을 포

기하는 것은 이 식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자,동시에 자신을 유 인으로

치시키고 ‘검둥이들’을 타자화하는 인종 범주화 역시 내려놓는 상징 인

행 라 할 수 있다.주커먼의 회고에 따르면,‘스푹스’사건 이후 분노를 내

려놓은 콜먼의 모습은 몹시 사나운, 의를 품고 궁지에 몰린 “보복의 화

신”(avenger)이 아니었다(24-25).‘스푹스’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모욕

에 한 도 반동은  스푹스 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일에서 포니아

와의 섹스로 체된다.이러한 맥락에서,“가장 요한 있음”(capitalisness,

35)으로서의 존재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포니아와의 계는 콜먼이 유 인으

로서 릴 수 있었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그의 마음속의 분노와 인식 속의

인종 범주화마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활한 콜먼의 특이성은 결국 그가 반유 주의자 스터에 의해

살해되면서 다시 허물어진다.‘스푹스’사건이 유 인으로의 패싱을 통한 그

의 특이성 획득의 시험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었다면, 스터에게 살해를

당함으로써 콜먼의 부활한 특이성은 다시 철퇴를 맞는다.콜먼은 ‘스푹스’

사건 때는 PC라는 체주의의, 스터에 의해 살해당할 때는 반유 주의라

는 체주의의 피해자가 되며, 자는 실상 흑인인 콜먼이 흑인차별주의자

로 내몰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후자는 실상 흑인인 콜먼이 유 인으로 내

몰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래하면서,두 사건은 병치를 이룬다.요컨 ,

이처럼 두 번의 큰 부침(浮沈)을 겪는 콜먼의 특이성은 패싱을 통해서도 결

코 얻을 수 없는 개인의 특이성을 짓 르는 강력한 인종의 경계 힘을

(재)확인 한다.

인종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콜먼의 시도가 역으로 그 테두리의 강

력한 힘에 의해 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의미에서의 인종(race)

민족성(ethnicity)의 개념과 깊은 계를 맺는다.미국의 경우 19세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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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 폐지 분 기와 맞물려 과학 인종주의가 이데올로기화 되었는데,

제2차 세계 시기 나치 독일에서 우생학이나 골상학과 같은 과학 인종

주의를 근거로 수백만 명이 넘는 유 인과 집시를 량 학살하는 홀로코스

트(Holocaust)가 벌어지기까지,과학 인종주의는 인종의 개념을 정의하는

요한 요소가 되어왔다.이처럼 19세기에는 인종주의가 실제의 정치 ·경제

·문화 지배 계를 정당화하는 과학의 담론으로서 유포되었으며 이러한

풍토는 20세기 반까지도 이어져왔지만,20세기 반에 어들면서

생명과학은 차 ‘인종’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단 인

로,유네스코(UNESCO)는 1950년 7월 랑스 리에서 ｢인종 문제에

한 문가들의 성명｣("StatementbyExpertsonRaceProblems")을 발표하

는데,여기에서 일단의 과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동일한 종인 ‘호모 사피엔

스’(HomoSapiens)이며,인종이라는 개념이 과학 사실이 아니라 사회

신화(socialmyth)에 가까운 것이라고 선언했다.63)특히 인종 불평등에 한

지구 의식이 강렬해져 가던 1960년 에 이르러서는,자유주의 인류

학자들이 인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Sanjek464).

이와 련하여,게이츠는  ‘인종,’ 쓰기,그리고 차이 ('Race,'Writing,

andDifference)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생물학에서 의미 있는 기 으로서의 인종은 허구라는 것이 밝

진지 오래다.우리가 ‘백인종’혹은 ‘흑인종,’‘유 인종’혹은 ‘아

리아 인종’을 말할 때,우리는 생물학 으로는 부 한 명칭으

로,더 일반 으로는 은유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화는 18세기와 19세기의 의심스러운 사이비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종의 어법들로 가득하다.

Race,asameaningfulcriterionwithinthebiologicalsciences,

haslongbeenrecognizedtobeafiction.Whenwespeakof

"thewhiterace"or"theblackrace,"theJewishrace"or"the

63)유네스코의 성명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함."StatementbyExpertsonRace

Problems."Paris:Unesco,1950.19Jun.2014.<http://unesdoc.unesco.org/image

s/0012/001269/126969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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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n race,"wespeak in biologicalmisnomersand,more

generally,inmetaphors.Nevertheless,ourconversationsare

repletewithusagesofracewhichhavetheirsourcesinthe

dubious pseudoscience of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4)

더 나아가 아피아는 “오늘날의 생물학자들은 근원 인 유 학에 한 범

한 과학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해서는 합의하

지 못하고 있다.”(Contemporarybiologistsarenotagreedonthequestion

ofwhetherthereareanyhumanraces,despitethewidespreadscientific

consensusontheunderlyinggenetics)고 말한다(1986,21).더욱이 수세

에 걸친 여러 인종 간의 혼 혼 결혼으로 인해,이제 피부색이나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나는 생물학 특질을 통해 인종을 가려내기란 더욱 어려워

졌을 뿐더러,이제 인종이란  바보 슨 의 시 에서처럼 1/32이라는 수량화

된 기 으로 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즉 뉴 니엄의 도래와 함께

여러 인종 간의 혼 혼 결혼의 증은 아피아의 말처럼 과학 의미에

서의 인종이란 과연 존재하는지에 한 의문을 낳는다.

이와 같이 과학 개념으로서의 인종의 법성이 감소함에 따라,아 리

카계 미국인의 정체성 이론은 그들의 일 된 “역사”(history)에 의존한

다(Maslan366). 컨 ,홀이 ‘문화 정체성’(culturalidentity)이라 부르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의 안정 이고 불변하는 지속 인 참고와 의미의 틀을

제공하는 공통된 역사 경험들과 문화 코드들”(thecommonhistorical

experiencesandsharedculturalcodeswhichprovideus,as"onepeople,"

with stable, unchanging, and continuous frames of reference and

meaning)을 반 한다(2003,234).그러나 이에 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컨 ,마이클 E.다이슨(MichaelE.Dyson)은 ‘흑인 문화’라는 것이 “정

”(static)이지도,“일차원 ”(one-dimensional)이도 않으며, 한 “단일한

역사 목 ”(asinglehistoricalend)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

한다(221).다이슨에 따르면,역사 기억이 흑인 문화의 특질의 단일함을

가능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한편으로 역사 경험이란 문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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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락,그리고 흑인 문화의 미래에 향을 끼칠 새로운 사회·문화 힘과의

계속된 조우에 의해 양산되고 조형되는 것이기에 본질주의 표 양식을

거부할 근간을 제공하기도 한다(221).

요컨 ,인종에 한 근래의 논쟁들―인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존

재한다면 그것을 과학 으로 규정할 것인지,문화 으로 규정할 것인지―속

에서,실체로서의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 상”으로

서의 인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문상 304-305).이와 련하여,아피

아는 흥미롭게도 인종을 “마녀”(witches)에 비유한다(1995,277).마녀가 비

실체라 하더라도 인종에 한 신화처럼 마녀에의 믿음은 여러 사회에서 지

속됨으로써 사회생활에 의미심장한 결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1995,

277). 휴먼 스테인 의 콜먼의 패싱은 곧 이처럼 기존의 인종 개념이 소멸되

어가는 시 에,여 히 ‘인종’이 마녀―비실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필요

하고도 의미심장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와도 같이 남아 개인의 삶과 사회에

강한 향을 미치는 시 상을 조명한다.

2000년 6월,당시 미국의 통령 클린턴은 인간유 체 로젝트(human

genomeproject)의 결과로 인간 염기서열이 부분 해독된 상황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결국 는 인간유 체 내부로의 이 성공 인 탐험으로부터 도출

된 한 진실 하나를 믿습니다.그것은 유 학 용어로 모든 인간은 인

종과 계없이 99.9퍼센트 이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Afterall,Ibelieve

oneofthegreattruthstoemergefrom thistriumphantexpeditioninside

thehumangenomeisthatingeneticterms,allhumanbeings,regardless

ofrace,aremorethan99.9percentthesame.)라고 말했다.64)이는 과학

스스로가 과학 인종주의 등 인종에 한 기존의 생각을 종결시키는 선언

으로 읽힐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종 차

이는 여 히 재진행형인 인종에 한 과학 논의에서 포기되지 않는 개

64)인용문은 2000년 6월 26일,미국의 클린턴 통령이 국의 토니 블 어(Tony

Blair)총리,국립인간유 체연구소(theNationalHumanGenomeResearch

Institute)소장인 랜시스 콜린스 박사(Dr.FrancisCollins),셀 라 제노믹스

(CeleraGenomicsCorporation)의 CSO(ChiefScientificOfficer)인 크 이그 벤터

박사(Dr.CraigVenter)와의 화상 회담에서 한 말이다.인용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http://www.genome.gov/10001356>.



-161-

념이다.클린턴 통령의 인종 종결 선언이 있던 2000년,공교롭게도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진행 인 인종 문제를 다룬  휴먼 스테인 이 출간된다.즉

 휴먼 스테인 은 콜먼의 패싱,이를 통한 특이성의 추구,소멸,부활,그리고

죽음이라는 일련의 비극을 통해,클린턴 통령의 인종 종결 선언에도 불구

하고 여 히 잔존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에 강한 향을 미치는 ‘인종’이라는

‘마녀’에 한 소설이다.로스는  휴먼 스테인 에서 ‘스푹스’사건이 콜먼을

괴롭히듯,뉴 니엄에 인종 문제는 여 히 ‘유령’(spook)처럼 출몰하여 개

인의 삶과 사회를 침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휴먼 스테인 은 ‘인종’(race)

은 없지만 ‘인종주의’(racism)는 존재하는 역설 상황에 처한 미국 사회를

비 한다.

(4)유 인 vs.미국인―패싱과 미국의 국가 정체성

 휴먼 스테인 에 나타난 ‘유령’과도 같은 뉴 니엄의 인종 문제에는 미

국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끼어든다.미국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는 1840∼

1920년 사이 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민과 직간 으로 련이 있

다.이는 곧 기존의 패싱 소설과  휴먼 스테인 이 차별되는 이기도 한데,

 휴먼 스테인 은 미국의 인종 문제 국가 정체성에 얽힌 개인의 정체성의

복합성을 풀어내 보고자 시도한다. 휴먼 스테인 이 단순히 그룹에 항한

개인의 투쟁에 한 소설이 아닌,인종 정체성 국가 정체성,그리고 개인

의 정체성의 문제가 긴 하게 얽힌 미국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살펴 야 할 것이 바로 민족성의 문제인데,인류학자들은

1970년 에 이르러 “(사회 배제의 억압 과정인)인종”(race(repressive

processesofsocialexclusion))보다는 “(문화 동일성의 표 과정인)민족

성”(ethnicity(expressiveprocessesofculturalidentification))에 더욱

을 두었다(Sanjek464).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과학 개념으로서의

인종의 법성이 감소함에 따라 인종을 문화 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과 더

불어,생물학 함의보다는 문화 함의가 큰 민족성에 심이 옮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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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 할 수 있다.듀보이스는 1903년에 20세기의 문제는 “인종 경계선의

문제”(theproblem ofthecolor-line)가 될 것이라고 언한 바 있는데

(2005,3),이는 게이츠에 이르러 “21세기의 문제는 피부색,젠더,그리고 계

의 복잡한 차이와 공모하는 민족 차이의 문제일 것”([T]heproblem of

thetwenty-firstcenturywillbetheproblem ofethnicdifferences,as

theseconspirewithcomplexdifferencesincolor,gender,andclass.)이라

는 언으로 바 다(1992,xii).

미국의 교육자 존 듀이(John Dewey)는 1916년 미교육 회

(NationalEducationAssociation)에서 행한 연설에서 귀화 미국인에 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유 계 미국인,독일계 미국인과 같은 용어

들은 잘못된 용어들이다.왜냐하면 그 용어들은 미국이라 불리

는 실체 안에 이미 무언가를 상정한 채,거기에 다른 부수

요소들을 첨가시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사실인즉슨 순

수한 미국인,정통 미국인도 귀화 미국인이다.이는 그들이 일부

미국인 요소에 외국 요소들이 추가된 사람들이란 뜻은 아니

다.이는 그들이 있는 그 로 국제 이고 다인종 이라는 뜻이

다.그들은 폴란드인이나 독일인의 요소가 가미된 미국인이 아

니다.미국인은 그 자체로 폴란드인-독일인- 국인- 랑스인-스

페인인-이탈리아인-그리스인-아일랜드인-스칸디나비아인-보헤

미안인-유 인 등등이다.요 은 하이 이 반드시 분리가 아닌

연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SuchtermsasIrish-AmericanorHebrew-AmericanorGerm

an-Americanarefalseterms,becausetheyseem toassumes

omethingwhichisalreadyinexistencecalledAmerica,towhi

chtheotherfactorsmaybehitchedon.Thefactis,thegenui

neAmerican,thetypicalAmericanishimselfahyphenatedch

aracter.ItdoesnotmeanthatheispartAmericanandthats

omeforeigningredientisthenadded.Itmeansthatheisinte

rnationalandinterracialinhismake-up.Heisnot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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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PoleorGerman.ButtheAmericanishimselfPole-Germ

an-English-French-Spanish-Italian-Greek-Irish-Scandinavian-

Bohemian-Jew―andsoon.Thepointistoseetoitthatthe

hyphenconnectsinsteadofseparates.(Glazer86재인용)

듀이가 말하고 있듯이,귀화 미국인(HyphenatedAmerican)이라는 용어 자

체가 인종·민족성을 ‘미국인’과 하이 으로 연결/분리하는 표 인데,1840∼

1920년 사이 이민이 으로 증한 이래 이제 인종-민족성은 ‘미국인’

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통합 내지는 분열되는 상과 맞물려 서로 불가분의

계를 맺는다.솔러스에 따르면, 어에서 “민족의”(ethnic)라는 단어는 “이

교도”(pagan)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기에,특히 미국에서는 종종 “타자”(other),

“비표 ”(nonstandard),“완 히 미국 이지 못한”(notfullyAmerican)과

같은 의미로 세속화 되어 사용되었다(1986,25).65)이러한 맥락에서, 휴먼

스테인 은 인종 민족 정체성의 존재 조건 이들이 미국 정체성과

어떻게 긴 히 연결되는지를 탐색한다.

단 인 로, 스터의 경우에서 인종·민족과 미국의 국가 정체성 간의

분열 갈등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베트남 에 참 하고 미국으로 돌아

온 스터는 베트남에서 사한 동료 니(Kenny)를 추모하며,자신은 니

와 함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을 니와 동일시한다.반

면,베트남 의 트라우마(trauma)는 스터로 하여 베트남인들과 국인

들에 해 감을 숨기지 못하게 한다.즉 베트남 의 기억은 스터로

하여 함께 참 해 사한 동료에게는 자신이 함께 죽은 것과도 같은 동질

65)솔러스에 따르면,“민족의”(ethnic)내지는 “민족성”(ethnicity)이라는 어 단어

가 유래된 그리스어 ‘ethnikos’는 본래 “비유 인”(gentile) 혹은 “이교

도”(heathen)를 의미했으며,명사 ‘ethnos’는 “타자”(others)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

었다. 어 어법에 와서 “민족의”(ethnic) “민족성”(ethnicity)의 의미는 “비히

리인”(non-Israelite)에서 “비기독교인”(non-Christian)으로 변천을 겪으면서,이

단어는 타자를 조 으로,종종 부정 으로 규정하는 함의를 띠게 된다.14∼19

세기에 기독교화된 문맥 속에서 “민족의”(ethnic)라는 단어는―종종 “heathnic”으

로 표기되며―“이교도”(heathen)의 의미로 회귀하 다.19세기 반이 되어서야

“민족의”(ethnic)라는 단어는 “인종이나 국가가 독특한”(peculiartoaraceor

nation)이라는 친숙한 의미로 재출 한다.이상 “민족성”(ethnicity)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해서는 Sollors1986,25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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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반면 동양인에게는 보기만 해도 죽이고 싶어질 만큼의 감을 심어

다.주목할 것은 스터에게 베트남인, 국인 등의 아시아인들은 그 피부

색에 따라 모두 “노란둥이들”(gooks)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스터는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면 동양인들을 보기만 해도 죽이고 싶어질 거라는 이유에서

식당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스터의 부인인 포니아가 그들은 베트남인

이 아니라 국인이라고 말해주지만 스터에게 그들이 베트남인인지 국

인인지는 큰 의미가 없다(215). 스터의 에 베트남인과 국인은 자신과

니가 동일한 만큼이나 서로 동일한 존재이다. 스터의 트라우마는 그로

하여 아시아인들―그가 베트남 에서 죽이라고 명받았던 “노란둥이들”―

이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한다.요컨 ,베트남 의 트

라우마는 스터에게 인종·민족 국가 정체성의 경계선을 머릿속에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는데,그가 베트남에서 으로 마주한 베트콩(VietCong)

들은 그로 하여 모든 아시아인들을 ‘노란둥이’로 간주하게 하는 동시에,

한편 아시아인들을 ‘미국인’으로 용인하지 않게 한다. 스터가 재향군인

리국(VeteransAdministration)의 정신과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그를 더욱

분노 하는 일은 리국 측이 그에게 어를 제 로 구사하지 못하는 국

인처럼 보이는 ‘노란둥이’정신과 의사를 배당해 다는 사실이다(69).이는

스터의 에 그 정신과 의사가 (‘노란둥이’이기에 인종·민족 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를 잘 못하기에 국가 정체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미국인’으로

합당하게 용인될 수 있는 기 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먼 스테인 에서 스터가 참 한 베트남 은 미국의 국가 정체

성의 주제를 탐색하기 해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먼 스터를 수식하

는 말부터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장에 나간 충성스러운 미국

인”(aroyalAmericanwho'dservedhiscountrywithnotonetourbut

two,64)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스터의 에서 미국의 국가 정체성

의 규정은 그가 겪은 베트남 의 기억이 큰 비 을 차지한다.베트남 은

스터와 니를 같은 역사 사건을 공유하는 ‘미국인’으로 이어주는 끈이

자,동시에 그 척 에 서 있는 베트남인, 국인 등 아시아 인종을 ‘비미

국인’으로 시하게 하는 트라우마이다.즉 스터에게 베트남 은 곧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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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 석인 것이다.역사 으로 쟁이

란 인종주의,민족주의,국수주의 등이 혼합되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작용해

왔다.일례로,미국에서 제1차 세계 이 고무한 국수주의―어쩌면 민족주

의―의 맹렬한 기세는 공립학교에서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시

켰고,독일어는 한동안 외국어 교육에서조차 축소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

다(Glazer85).앞서 언 한 바 있는 듀이의 연설―귀화 미국인을 옹호하는

―도 미국이 제1차 세계 참 을 비하던 당시 우드로 슨(Woodrow

Wilson) 통령과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Roosevelt)가 특정 귀화 미

국인들을 공격하고 나오던 시 에 그에 한 반응으로서 이 진 것임을 상

기해볼 필요가 있다. 스터는 베트남 을 겪은 미국에서의 귀화 미국인―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에 한 인종주의,민족주의,국수주의의 혼합을 몸

소 체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스터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 으로 표되는 국가 정체성

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종·민족 정체성 역시 얽 있기에, 스터는 콜먼이

‘미국인’으로서 제2차 세계 에 참 한 경력이 있는데도 ‘유 인’콜먼을

‘미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사실 흑인인 콜먼은 자신의 인종을 속여 백인

으로 입 하여 참 하지만, 스터는 그를 그 ‘유 인’으로서 살해할 뿐이

다. 스터가 콜먼을 살해하는 동기는 물론 표면 으로는 콜먼과 자신의

부인의 연애사건에 있지만,그 살해의 기 에는 유 인에 한 스터의 인

종 오가 자리하고 있으며,포니아의 연애 상 인 콜먼이 ‘유 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살해에 요하게 작용한다.국가 정체성에 한 스터의 견해

는 자신과는 다른 역사 경험을 지닌 ‘유 인’콜먼에 해서는 좀 더 거시

인 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스터를 분노 하는 것은 자신의 부인 포니아가 다름 아닌 유 인

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인데,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해야 한다.첫

째,콜먼을 일컫는 “노란 유 인 얼굴”(yellow Jew face,71)이라는 비하

표 에서 엿볼 수 있듯,인종·민족 차원에서 근할 수 있다.“노란 유

인 얼굴”이라는 표 은 스터가 그토록 경멸하는 베트남인, 국인 등과

겹쳐지는 것으로서, 스터의 에 노란 낯빛의 ‘유 인’콜먼 역시 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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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타자일 뿐이다.둘째,포니아가 연애 상 로 “ 한 형 인 미국

인 홀 백”(thegreatAll-AmericanHollenbeck,71)이 아닌 ‘유 인’콜먼을

선택한 데 해 스터가 경멸을 표하는 데서 엿볼 수 있듯,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근할 수 있다.즉 스터를 분노 하는 것은 자신의 부인의

연애사건 자체가 아니라,포니아가 ‘형 인 미국인’이라 할 수 없는 ‘유

인’콜먼을 연애 상 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스터는 콜먼에게도 ‘미국인’

의 기 으로서 베트남 이라는 잣 를 들이 는데, 스터가 기억하는 바로

는 베트남에 병된 부 에는 유 인 병사가 거의 없었다(70). 스터의 생

각에 유 인들은 학에서 학 를 받느라 무 바빠서 베트남 에 참 할

겨를이 없었는데(70),이는 교육열이 강한 유 인들에 한 형화이다.실

제로 ‘유 인’콜먼― 스터가 유 인으로 알고 있는―은 학을 다니던 시

1944년에 제2차 세계 에 참 했다.요컨 , 스터의 에는 ‘노란 유

인 얼굴’을 지닌 채 베트남 에도 참 하지 않은 ‘유 인’콜먼은 인종·민

족 타자이자 외국인일 뿐이다.

“제 뒤에 있는 추모비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척

이며 친구이자 이웃입니다.이분들은 기독교도,유 교도,무슬

림,흑인,백인,아메리카 원주민입니다.모두가 미국인입니다.

"Thepeoplewhosenamesareinscribedonthiswallbehind

me are your relatives,friends,and neighbors.They are

Christian, Jew, Muslim, black, white, native people―

Americansall.(249)

스터가 마침내 찾은 피츠필드(Pittsfield)의 추모비 앞에서는 지역 정치인

으로 보이는 군가의 연설이 확성기를 통해 와 같이 흘러나오지만, 스

터에게 이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마크 마슬란(MarkMaslan)은 흥미롭게도 정부("gov’ment")를 맹비난하

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의 팹 핀(papFinn)을,입버릇처럼 정부를 비 하

는 스터의 “ 임자”(predecessor)라고 표 한다(370).마슬란의 비유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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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자면,이 둘의 공통 은 단지 정부를 맹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팹과 스터의 정부 비난의 이면에는 자신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색 인

종에게(팹 핀의 경우에는 뮬래토에게, 스터의 경우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에게) 려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공통

이 있다. 스터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이나,팹 핀이 비난하고 있는 뮬래토는 당시 투표권조차 없던 계층이다.즉

팹과 스터의 정부 비난에는 인종 민족성과 미국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

가 얽 있다.특히 스터의 경우 자신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해 베트남

에 참 하여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혜택으로부터 비껴나 있고,반면 자신이 생각할 때 ‘미국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모든 혜택을 리고 있는 듯 느끼는 데서,그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기인한다.

노샘 턴 역에는 국 식당들이 있었고,베트남 식당들이 있

었으며,한인 시장들이 려있었다.하지만 거기 어디에도 그의

것은 없지 않은가?만약 당신이 베트남인이라면,만약 당신이

국인이라면,당신은 큰돈을 벌고,식당을 소유하고,시장을 소

유하고,식료품 을 소유하고,가족을 거느리고,훌륭한 교육도

받을 것이다.

Allround Northampton they've got Chinese restaurants,

they've gotVietnamese restaurants,Korean markets―but

him?Ifyou'resomeVietnamese,you'resomeChink,you

makeout,yougetarestaurant,yougetamarket,yougeta

grocerystore,yougetafamily,yougetagoodeducation.

(69)

이와 련하여, 랑코는  휴먼 스테인 에서 인종과 련한 근원 긴장

이 있다면,그것은 “코 이시언”(Caucasian) “미국인”(American)과 같은

정체성과 흑인(black),백인(white),셈족(Semite)과 같은 인종 정체성 간의

긴장 상태라고 히 지 하고 있다(88).유 인으로 패싱을 한 콜먼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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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주의자 스터에게 살해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는 자신이 아테나 학에서 쫓겨난 이유에 한 콜먼의 푸념―“그

들 미국인을 비참하게 만든 게 바로 유 인이라는 거야.그들로부터 낙원을

훔쳐 간 게 바로 유 인이라는 거지.”(That’swhomadetheirAmerican

misery.That’swhostolethem outofparadise.16)―에서도 드러난다.여

기서 주목할 것은 콜먼이 아테나 학 내의 갈등을 ‘그들 미국인’과 ‘유 인’

인 자신 간의 립 양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데,콜먼과 스터의 구

도 역시 ‘유 인’과 ‘미국인’간의 립 구도라 할 수 있다.패싱은 콜먼으로

하여 가족이나 인종과 같은 공동체 정체성에 속박되는 것을 모면하게

해주지만,그러나 로스에게 패싱을 통한 이러한 정체성의 거부는 종국에는

단지 국가 정체성이라는 다른 공동체 정체성에 귀속되는 상치 않은

결과의 제가 될 뿐이다.

인종 민족성,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복합 인 양상들을 다루는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이 유 인으로 패싱을 하는 것은,유 인에 한 니얼

이츠코비츠(DanielItzkovitz)의 다음과 같은 언 을 고려할 때 더욱 깊은 의

미를 갖는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까지 많은 평자들은 유 인들을 어떻

게 이해하고 범주화 할 것인지의 어려운 문제와 씨름했다.놀랄

만큼 범 한 리스트 ,문학 ,사회과학 텍스트들에서,

‘유 인’의 이미지는 일단의 패러독스들로부터 만들어졌다.그

패러독스들이란 곧 유 인은 백인이자 인종 타자이며,미국인

이자 외국인이며,일탈 이자 규범 이며,천박하면서 매우 교양

있다는 것이다.[...]이 모든 것들이 곧 유 인들을 규범 백

인 미국 문화의 내부인이자 동시에 불가피하게 외부인으로 만드

는 요소들이다.

During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manycommentatorsstruggledwithbafflingquestionsofhow

tounderstandandcategorizetheJews:inanastonishingly

widerangeofjournalistic,literary,andsocial-scientific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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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ageof“theJew”developedoutofasetofparadoxes―

Jews were both whitesand racially other,American and

foreign,deviantandnormative,vulgarandhighlycultivated

[...]―allofwhichmadethem seem atonceinsideand

inescapablyoutsideofnormativewithAmericanculture.(41,

필자 강조)

이츠코비츠에 따르면,20세기 유 인들은 그들 특유의 “카멜 온 같은

통”(chameleonicblood)때문에 미국 사회의 내부인이자 동시에 외부인이

기도 했다(42).이츠코비츠의 말에서 주목할 것은 유 인의 인종 ·국가

정체성―인종 으로는 “백인이자 인종 타자”이며,“미국인이자 외국인”인

국가 정체성―의 치이다.이처럼 ‘카멜 온’과도 같은 변칙 인 치의 유

인이야말로 로스가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의 패싱을 통해 인종 민족

성,그리고 국가 정체성이 얽힌 복합 인 문제의식을 탐색하는 데 격이라

할 수 있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불명확한 존재다.”(You’reneitherone

thingortheother.98)라는 닥 치즈 의 말은 흥미롭게도 유 인의 특성과

겹치는 이 있으며,그 말을 자신의 신조로 삼아 ‘울워스의 그들’에도 ‘하워

드의 우리’에도 속하지 않고자 하는 콜먼에게 이러한 카멜 온과도 같은 유

인의 변칙 치는 분명 매력 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처럼 유 인의 모호한 치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콜먼의

야심과 맞아떨어져 유 인으로의 그의 패싱이 이 지지만,그러나 한편으로

는 유 인의 모호한 치가 그로 하여 비극 인 결말을 맞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즉 흑인 통을 지닌 콜먼은 ‘백인’이자 ‘미국인’인 유 인으로

패싱을 하지만,그를 아테나 학에서 몰아낸 세력 그를 살해한 스터

의 시선에 따르면 콜먼은 ‘인종 타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외국인’이기도

하다.유 인의 이러한 모호한 치는 인종 범주가 ‘백인’에서 ‘백인 타자’

로,그리고 코 이시언으로 변천해 온 유 인의 인종 정체성 미국

정체성의 지난한 역사 여정과 궤를 함께 한다.66)요컨 ,‘백인’이자 ‘미국

66)백인 자유민이자 자치에 합하며 공동의 방 를 담당할 수 있는 이들을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 던 귀화시민법(naturalizationlaw,1790)에 따라, 기 미국의

유 인은 비록 종교 으로는 이질 이지만 시민으로 받아들여져 ‘백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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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유 인으로의 패싱,그럼에도 백인성 그 자체가 유 인성을 상쇄해버

리지 못하고 ‘인종 타자’이자 ‘외국인’으로 내몰리고 결국 살해되고 마는

콜먼의 삶의 여정은,백인-백인 타자-코 이지언으로 이어지는 미국 사회에

서의 유 인의 굴곡진 역사와 겹쳐지며,인종 국가 정체성이라는 테두리

의 강력한 힘을 다시 강조한다.

지 까지 콜먼의 패싱을 통해 뉴 니엄 미국의 인종 민족성,그리

고 국가 정체성의 거 한 집단 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향에 해 살

펴보았는데,이 논문이 이와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인종 계 등의 집단

정체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연/필연 으로 서로 얽 나가는 과정 역시 패

싱을 매개로 드러난다는 이다.이와 련하여, 랑코가  휴먼 스테인 의

내러티 의 근본이 되는 큰 틀인 클린턴-르 스키(MonicaLewinsky)의

계와 콜먼-포니아의 계를 비교· 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랑코의

분석에 따르면,이 두 계에서는 놀랄만한 유사(correspondences) 계

역(reversals)의 계가 성립한다(89-90).먼 백악 인턴인 르 스키와의

계로 인해 탄핵소추를 당하는 클린턴 통령,그리고 자신이 학장으로 재

직하던 학의 청소부 포니아와의 계로 인해 수모를 당하는 콜먼,이 두

계는 서로 긴 한 병치를 이룬다.반면 이 두 계에서 역의 계에 놓인

것은,클린턴-르 스키 계에서 여성인 르 스키가 유 인이라면 반 로

콜먼-포니아 계에서 남성인 콜먼이 (패싱을 한)유 인이라는 ,그리고

클린턴이 가난했던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통령이 되었다면 반 로 포니아

그러나 1840년 에서 1920년 사이 인 이민이,그것도 유럽 출신의 이민

이 증하자 단일 백인의 범주는 깨지게 되었고,근 민족국가의 탄생과 우생

학 논쟁의 등장 등과 함께 백인 인종들 간의 차별성과 우열성에 한 논의가 시

작되었다.백인종들 간의 독특성과 차별성,이질성에 한 논의의 홍수 속에서 비

-앵 로색슨은 백인이지만 ‘다른’이들로,즉 ‘백인 타자’가 되었고,유 인 한

백인 타자인 히 루로 독특하고 이질 인 존재가 되었다.물론 이와 같은 변천은

유 인의 시오니즘과 비-유 인의 반유 주의라는 각각의 목 에 따른 유 인의

인종화 작업의 결과이기도 했다.그러나 백인 타자로서의 유 인은 1920년 와

60년 사이,우생학의 차 인 추락,나치의 만행,그리고 미국 내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의 부상(浮上)등의 상황 속에서 백인으로의 인종 통합을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백인인 코 이시언으로 통합되었다.이상 백인-히 루-코 이시언으

로 이어지는 유 인의 인종 범주화에 한 약사(略史)는 김연진 196-97면을 참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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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로부터 곤두박질쳤다는 이다.이와 같이 이

두 계에서의 유사 교직 이 궁극 으로 드러내는 것은, 랑코가 지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지 ,사회 계 ,인종 등이 험스러울 정도로

유동 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긴 하게 ‘계맺음’한다는

사실이다(89-90).

이와 같은 인종 계 등의 우연/필연 계맺음은 콜먼의 포경수술/

할례(circumcision)에서 상징 으로 드러난다.콜먼의 부모는 콜먼을 어릴

부터 형 인 흑인 산층의 일원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콜먼의 아버지

가 바라는 콜먼의 삶은,콜먼이 하워드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고 하워드에서

흑인 가정 출신의 피부색이 밝은 양갓집 여인을 배우자로 만나 결혼을 하고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다시 그 아이를 하워드에 보내는 삶으로 요약된다

(102).콜먼의 아버지의 바람은 당 형 인 흑인 산층의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서,그가 콜먼이 권투를 하는 것에 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역시 권투가 가난한 노동 계층의 스포츠이기 때문이다.콜먼의 포경수술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이 어린

시 포경수술을 받게 되는 이유는 표면 으로는 그의 어머니가 포경수술이

생 으로 득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제시된다(130).이러한 이유에서

콜먼이 받은 포경수술과 유 인의 할례 습의 계에 해, 랑코는 포경

수술이 생 으로 득이 된다고 믿었던 그의 어머니 덕분에 콜먼이 수술을

받아 이후 운 좋게도 그것이 그가 유 인으로 패싱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말한다(93).그러나 데이비드 골래허(DavidGollaher)에 따르면,20세기

―콜먼이 태어났던 시기―당시 포경수술은 사회 지 를 구분하는 역할

도 했기 때문에 계 구분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었으며,이와 더불어 ‘더러

운’이민자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기 한 ‘미국인’의 표식으로서의 역할을

했다(106-107).67)이러한 에 주목하여 렛 A.카 란(BrettA.Kaplan)은

67)본래 포경수술은 실험을 해 시술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계층의 유물로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었다.이에 따라 의사들도 포경수술을 계

으로 보는 데 익숙했다.피터 C. 먼디노(PeterC.Remondino)는 최 의 할

례도 고 이집트 성직자 계 만의 특권이었음을 하면서,고 와 수술 사

이의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먼디노는 미국은 바로 이집트 성직자들의 정신

후 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했는데,그의 지 로 포경수술은 미국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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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제시된 것처럼 포경수술이 생 이라는 표면 이유의 이면에는

산층 지 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콜먼의 어머니의 욕망의 투 이 존재한다

고 분석한다(183).

흑인 산층의 지 를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시술된 콜먼의 포경수

술은 우연히도 추후 콜먼이 유 인으로 패싱을 할 때 할례의 징표 역할을

하게 되는데,한편으로는 직원 다수가 유 인 의사들로 채워져 있던 병원

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콜먼의 어머니가 그들로부터 향을 받아 콜먼에게

포경수술을 받게 한다는 에서 필연 이기도 하다.이처럼 계 ·인종

우연/필연이 겹쳐있는 콜먼의 포경수술/할례는 당시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다수의 흑인들로부터 콜먼을 구별 짓는 계 징표이자,추후 유 인을

비유 인과 구별 짓는 인종 징표가 된다는 에서,인종과 계 이 긴 하

게 계맺음 한다는 사실을 상징 으로 보여 다.뿐만 아니라 콜먼이 그의

부모님이 제시하는 흑인 산층의 삶을 거부하고 유 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 흑인 산층의 징표 던 포경수술이 그로 하여

수월하게 유 인으로 패싱을 할 수 있는 징표를 마련해 다는 역시 계

과 인종의 불가분의 계를 상징 으로 보여 다.

콜먼은 변호사 넬슨 리머스(NelsonPrimus)와의 법률 상담 후 그에게

수 특권층의 배타 비 로 은 하게 융성했다.

20세기에 어들면서 남유럽 동유럽에서 건 온 이민자들이 산업 심지

인 북동부 서부로 넘쳐들었다.1890∼1914년 사이에 약 1,700만 명의 이민

자들이 들이닥쳤다.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토착 미국인들은 문화 정체성의 기

를 느 다.구세계의 산업 심지에서 형 인 도시 빈민 계 으로 살던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맞닥뜨리자 기존의 정착민들은 이들과 구별되는 미국 순수성을

찾으려 했고,이민자들을 열등한 인종이라 비웃었다.의회는 반이민법안 통과를

서둘 고,언론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더러움의 이미지를 덧칠해 오염의 두려움

을 했다.이질 집단에 한 선정 묘사와 동질화에 한 심각한 두려움으

로 오염 혹은 생에 한 강박 념은 더욱 강화되었다.더 라스는  순수와

험 에서 청결과 불결을 가르는 문화 규범은 사회 계 을 나 는 일반 기

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3).깨끗함과 청결함은 강력한 계 표지

이고 사회 지 를 재는 수단이 되었다.이러한 이유에서 의학 할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쳐 사회 지 나 계 획득을 한 노력에 특별한 역할

을 하게 된다.콜먼의 포경수술이 표면 으로는 생 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

고 제시되고 있지만,그 당시 ‘생’이라는 의미 자체에도 이와 같이 계 이데

올로기가 함의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상 포경수술의 계 성에 해

서는 Gollaher106-107면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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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처럼 새하얀 얼굴”(lily-whiteface)이라는 백인 비하 언사를 내뱉는

다(81).콜먼의 이 발언이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어머니 ‘살해’(murdering)라고 표 되는―장면 이후,콜먼의 형이 그에

게 한 말과 겹쳐지기 때문이다.콜먼의 형은 콜먼에게 “감히 집 근처에 다

시는 네 백합처럼 새하얀 얼굴을 들이 지 마라!”(Don’tyoudareevershow

yourlily-whitefacearoundthathouseagain!)고 경고한다(145).이처럼

“백합처럼 새하얀 얼굴”이라는 인종 표 은 자신이 형에게 들었던 말이자,

동시에 자신이 넬슨에게 내뱉는 말로서,이 성을 띠며 순환한다.뿐만 아니

라 콜먼이 넬슨에게 이 말을 내뱉는 순간,이는 콜먼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하는 아이러니 표 으로서 콜먼에게 부메랑처럼 회귀한다.

‘백합처럼 새하얀 얼굴’이 백인 비하 언사라면 그 척 에 있는 ‘스푹

스’는 흑인 비하 언사인데, 자와 마찬가지로 후자인 ‘스푹스’역시 타인

을 향해 발언됨과 동시에 콜먼 스스로에게 회귀한다.다시 말해,‘스푹스’는

표면 으로는 콜먼이 학생들―이후 흑인으로 밝 진 학생들―을 지칭하는

표 이지만,그것은 한 흑인인 콜먼 스스로를 지칭하는 아이러니 표

이기도 하다.흥미로운 것은 ‘스푹스’라는 단어가 본래 흑인 비하 언사가

아니라,흑인들이 ‘유령 같은’백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인

데,선퀴스트에 따르면 이 별칭은 그 자체로 “심리 인 도”(psychological

inversion)에 의거한다(2005,513).즉 ‘스푹스’라는 단어는 자아와 타자 간에

순환·회귀할 뿐 아니라,그 단어의 어법부터가 순환·회귀 특질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요컨 ,‘백합처럼 새하얀 얼굴’내지는 ‘스푹스’와 같은 인종

표 들은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순환 내지는 타인에게서 자신으로 회귀하는

데,이는 인종 문제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닐 뿐만 아니라 서로 얽히

고설킨 복잡한 계망 속에서 순환-회귀하며 서로에게 향을 미친다는 것

을 상징하며,이것이 다름 아닌 콜먼의 패싱을 통해 드러난다는 이 요

하다.

결론 으로,로스가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의 패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일차 으로 인종 ‘본질’에 한 사고를 패러디하거나,혹은 흑

인차별주의 반유 주의에 내재한 논리를 헤집어놓음으로써 인종 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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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을 극 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그러나 로스의 시도는

단순히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로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1세기를 향

해 나아가는 시 ―인종의 개념이 차 희미해져 가고 심지어 무화되어 가

는 시 ―에 여 히 인종이 ‘유령’과도 같은 (비)실체로서 남아 우리의 사회

정체성이 인종으로 좌표화되는 실 역시 콜먼의 패싱을 통해 드러낸다.

비알은 뉴 니엄의 인종 정체성에 해 “민족 ·인종 정체성을 신

할 새로운 획일 정체성 신에 복수의 정체성을 동시에 취하는 것,그리

고 그 복수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내재된 것만큼이나 선택되어지는 것을 상

상할 수 있는 것”(Inplaceofanew,monolithicidentitytotaketheplace

oftheethnicorracialidentitiesthatmakeitup,onecould imagine

multipleidentitiesheldsimultaneouslyandchosenasmuchasinherited.)

이라고 밝힌 바 있다(30).비알의 언 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구체 으로

서술하자면,첫째 수세 에 걸친 여러 인종 간의 혼 혼 결혼으로

철된 뉴 니엄에,인종 ·민족 정체성이란 더 이상 단일하게 구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복수의 정체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변모했다.둘째,인종 ·민족 정체성이란 더 이상 자신에게 내재된 복수의

정체성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스스로가 그 복수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능동 인 성질의 것으로 변모했다.요

컨 ,뉴 니엄은 복수의 정체성의 시 이자,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시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먼 스테인 은 뉴 니엄에 여 히 이러한 공식화가 쉽사리

용될 수 없음을 보여 다.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의 패싱은 비알의 말처

럼 복수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뉴 니엄의 논리를 보여주지만,한

편으로 로스는 콜먼의 패싱을 통해 그 논리에 내재하는 태생 인 한계를 통

찰력 있게 지 한다.콜먼이 유 인으로 패싱을 하는 것은 기존의 흑백의

이분법 인종 구도 하에서 획일 정체성을 탈피하고자 제3의 인종을 선택

하는 행 로서,비알의 말처럼 뉴 니엄에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연상시

킨다.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비록 제3의 인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어

느 한 인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선택할 수 없는’존재 조건에 매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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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다.바로 이러한 뉴 니엄의 논리와 그 한계야말로 로스가  

휴먼 스테인 에서 콜먼의 패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반드시 어느 한 인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제한 인 선택지는 필

연 으로 자신에게 내재한 어느 다른 인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실을 수반

한다.콜먼은 유 인으로의 패싱을 통해 ‘백인성’을 획득하기 하여 어머니

를 부정하며,결과 으로 자신의 ‘흑인성’을 지워낸다.그는 오로지 어머니와

의 연이라는 극단 인 시험을 통해서만 자신이 되고자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콜먼이 아무리 ‘실용주의 인’태도로 어머니와의

연에 임한다고 해도,자신의 가족,더 나아가 자신의 뿌리는 그의 동생 어니

스틴의 증언―“그는 우리와 연을 끊고 지낼 수는 있었지만,자신의 감정까

지 끊어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Hecouldcuthimselfawayfrom us,but

notfrom hisfeelings.320)―에서 알 수 있듯이,그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콜먼은 살아가는 동안 불쑥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에게

손자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백인성’을 담보해 것만 같던 유 인이라는 인종 역시 콜

먼의 기 와는 달리 반유 주의의 에 노출된 인종일 뿐이다.즉  휴먼

스테인 은 어느 한 인종을 선택해야만 하는 뉴 니엄의 딜 마 상황이

결국은 어느 한 정체성에 맞서 다른 한 정체성을 선택하는 폐쇄된 상황일

뿐임을 보여주며, 랑코의 표 을 빌리면 이는 사회 역에서의 인종이란

여 히 비극 이게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일뿐임을 보여 다(94).

‘울워스의 그들’에도,‘하워드의 우리’에도 속하지 않고자 하는 콜먼은 패싱을

통해 뉴 니엄의 인종 정체성의 선택의 자유를 리는 듯하지만,정작 아

무 인종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는 없기에 결국 그 선택권의 부조리의 피해자

가 된다.요컨 ,뉴 니엄의 인종 정체성의 선택은 자유스러우면서도 자

유롭지 않은 존재 역설에 처해 있다.

뉴 니엄의 제한 인 인종 정체성의 선택의 자유와 련하여,잭은 매

우 설득력 있는 지 을 한다. 휴먼 스테인 과 유사한 시기에 발표된 ｢흑백

혼 인종과 공공정책｣("MixedBlackandWhiteRaceandPublicPolicy,"

1998)이라는 논문에서,잭은 자신은 모든 인종 개념이 “허구”(fictions)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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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동의하지만, 시 의 미국 문화에서 이러한 주장은 아직 실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한다(78).비알의 말처럼 뉴 니엄은 복수의 정체성의

시 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시 이지만,잭에

따르면 부분의 혼 인들은 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를

인식한 후에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선택하기에,이것은 “선택의 소극 과

정”(apassiveprocessofchoice)에 지나지 않는다(1998,78).단 인 로,

흑인 약 75∼90퍼센트가 백인 통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지만,이들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혼 인종”(mixedrace)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0∼

15퍼센트에 불과하다(Zack1998,78).즉 혼 인 내지는 흑인에 한 사람들

의 인식이 바 지 않는 한,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한 타인의 인식을 의식

한 혼 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흑인이나 혼 인로 치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뉴 니엄의 인종 정체성의 선택의 자유는 진정 자유로운 기회

로 거듭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잭은 혼 인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혹

은 선택해야만 하는―선택지 역시 매우 제한 이라고 주장한다.미연방 인

종 분류 체계는 인종을 흑인(black),백인(white),아시아인(Asian),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NativeAmerican),단지 이 네 가지 인종 범주로 분류하

고 있으며,여기에 민족 부칙을 추가하여 히스패닉(Hispanic)의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련하여,잭은 흑백 혼 미국인이 자신의 인

종 정체성을 “혼 인종”(mixedrace)내지는 “무인종”(nonracial)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81).실제로 로젝

트 RACE(ProjectRACE)68)는 미국 인구 조사 지역 기록 보 소의 인

종 범주 항목에 ‘다인종’(multiracial)항목을 포함시키기 한 법제화 추진

에 향력을 행사했다.잭에 따르면,미국인들이 인종의 존재를 믿는 한 그

들은 “인종 백인성”(racialwhiteness)의 존재 역시 믿을 것이고,백인들

은 비백인들(nonwhites)에 비해 지속 으로 우 를 할 것이라 진단한다

(83).이와 련하여,세계 인 골 선수 타이거 우즈(TigerWoods)는 한

68) 로젝트 RACE는 ‘ReclassifyAllChildrenEqually’(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재분류하기)의 두문자어(acronym)로서,조지아 주의 취학 아동들에게 지정된 인

종 범주를 변화시키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립된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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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명칭을 제안하고 있다.그의 출신 인종은 백인,흑인,아시아인으로

무나 많이 섞여 있어서,그는 특별한 어느 하나와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

하고 스스로를 “카블라나시언”(cablanasian)―caucasien(코 이시언),black

(흑인),asiatique(아시아인)―이라고 불리기를 선언한다(소르망 248-49).이

는 잭이 지 하고 있는 제한된 인종 선택지에 한 반발이자 항으로 읽

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잭의 주장은 오늘날의 포스트 이스 이론 자체에 내재

한 딜 마에 착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잭은 모든 인종 개념이 허

구라는 데 동의하지만, 시 의 미국 문화에서 이러한 주장은 아직 실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한다.즉 잭은 역사 구성물로서의 인종을 허

구라고 선언하면서도,동시에 그 존재 기반으로서의 인종 경계선의 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제안하는 방법은

인구 조사의 인종 분류 체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즉 인종 경계선

의 존재 기반을 인정하면서도,인종 정체성을 ‘무인종’으로 선택할 수 있

는 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다시 말해,그녀는 ‘무인종’은 실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무인종’항목을 포함하자는 모순 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며,이는 포스트 이스 이론이 직면한 딜 마이기도 하다.

테일러는 인종이란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 여 히 인종 개념에 매달

려야 하는 이유는,인종이라는 개념이 인종주의의 결과로 존재하는 사회

작용 계층화의 도식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처하는 데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42).이러한 의미에서 인구 조사의 인종 분류는 인

종 경계선과도 같이 궁극 으로 폐기해야만 하지만 쉽게 폐기할 수 없는 성

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왜냐하면 인종을 경계 짓는 분류 자체가 궁극 으

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일지라도, 실 인 측면에서 시 의 인종 지형도

를 악하고,인종별 주거,고용,소득,교육 성취도 등에 얽힌 역학 계를

알아내기 해서는 인종 분류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즉 인종차별을

막기 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기 해서는 어떤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지,어떤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법 ·제

도 보호의 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악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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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도 불구하고,인구 조사의 인종 분류가 고착화되면 모든 사생활

과 공공 담론에서 인종이 상식 인 것으로 굳어지고 강력한 틀로 제도화 될

우려가 있다(Rattansi171).알리 라탄시(AliRattansi)의 지 처럼,이러한

인구 조사는 반인종주의를 지향하려다가 오히려 인종 분류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역설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것이다(171).요컨 ,인종차별

에 반 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여 궁극 으로 탈(脫)인종을 지향하기 하

여 인종을 분류해내야만 하는 역설 상황이 곧 시 가 직면한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콜먼이 겪는 비극은 자기 스스로를 ‘혼 인종’내지는 더 나아가 ‘무인

종’으로 상정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휴먼 스테인 의 배경이 되는 시

는 이론 으로는 인종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인종은 ‘마녀’와도 같

이 여 히 (비)실체 존재로 존속하며 마치 ‘유령’처럼 출몰하여,그것이

결국 ‘백인성’에 한 집착의 결과로 귀결되는 상황을 야기한다.이와 련

하여,델핀 루(DelphineRoux)가  뉴욕 서평 (NewYorkReviewofBooks)

에 애인을 구하는 고를 내는 장면은  휴먼 스테인 의 시 를 매우 상징

으로 보여 다고 생각된다.진보 지식인 델핀은 애인을 구하는 고를

내면서 “인종은 요치 않음”(Raceunimportant)이라는 정 한 요청을 포

함시킬지에 해 고심한다(261).그녀는 이처럼 ‘정치 올바름’을 상기

하는 “인종은 요치 않음”이라는 정 한 요청을 포함시킬지 고심하지만,

정작 그녀에게 인종 문제는 요치 않은 게 아니다.즉 진보 지식인 델

핀에게 애인이 될 남자의 인종이 무엇인지는 요한 것이 되지 말아야 하

고,반드시 요한 것이 아니어야만 하는데도(261),그것은 실제로는 매우

요한 문제라는 에서 델핀의 고심은  휴먼 스테인 의 배경이 되는 시

의 미국의 인종 문제를 상징 으로 보여 다.

로스는 자신이 “유 인 작가”(aJewishwriter)가 아니라,“유 인인 작

가”(awriterwhoisaJew)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Sundquist2005,517

재인용).‘유 인 작가가 아니라’는 말에 방 을 둔다면,이는 로스가 자신이

유 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종속되지 않은 보편 작가임을 주장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인인 작가’라는 로스의 말 역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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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다.69)로스 자신이 유 인 작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유 인이라는 것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에서,로스의

이 말은 인종이라는 테두리와 개인의 삶이 필연 으로 불가분의 계를 맺

을 수밖에 없다는  휴먼 스테인 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함축한다.

69)로스의 분신과도 같은 극 작가 주커먼은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는 유 인 어린애 다.그것에 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나는 유 인의 특성을 갖추는 데는 심이 없었다.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IwasaJewish

child,notwowaysaboutthat,butIdidn’tcaretopartakeoftheJewish

character.Ididn’tevenknow,clearly,whatitwas.Ididn’tmuchwantto.)고

말한 바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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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인종은 결코 단독 으로 우리의 경험과 사고에 들어오지 않으며 항상 다

른 원리들과 함께 작용하는데,이는 테일러의 표 을 빌리면,인종은 다른

사회 범주들과 “ 립·기생·공생 계”(oppositional,parasitic,orsymbiotic

relationships)를 수립하며 인간의 사고와 지 문화들 속에서 그 특유의

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67).미국의 인종 경계선은 노 제,노 해방,

짐 크로우,다문화주의의 도래,이민자의 량 유입 등 여러 다른 사회 범

주들과 언제나 복합 으로 얽 작용해왔다.인종 경계선은 이러한 역사

맥락에 따라 생물학 근거는 물론이고,사회 통념과 사회·경제 압력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인종 경계선의 문제와 한 계를 맺고

있는 패싱의 양상 역시 필연 으로 다양하고 복합 인 모습을 띤다.이 논

문은 트웨인,존슨,로스의 소설에 나타난 패싱을 심으로,각각의 ―노

제 하에서 백인 노 주가 된 흑인 노 ,노 해방 이후 백인으로 패싱을

한 흑인,뉴 니엄에 유 인으로 패싱을 한 흑인―를 통해 인종 경계선

계 정체성에 얽힌 패싱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들,그리고 시 의 흐름

에 따른 패싱이 지닌 함의의 역사 변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종 경계선의 시 변천에도 불구하고,한 가지 확실한 사실

은 인종 경계선의 존재 기반만큼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다.즉 사회

허구로서의 인종은 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허구로서,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존속되는 속성을 띤다.하워드 트(HowardWinant)는 “미국

사회는 매우 철 하게 인종화되어,그 결과 인종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정체성 자체를 가지지 못할 험이 있음을 의미한다.”(U.S.societyisso

thoroughly radicalized thatto be withoutracialidentity is to bein

dangerofhavingnoidentity.)고 말한 바 있다(16-17).미국의 인종 경계선

은 노 제 시 부터 지 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지만,언제나 개인을

어느 한 인종 정체성에 묶어두려는 강박만큼은 인종 경계선의 존재 기반

으로서 존속되어 왔다.이러한 강박 상황 속에서 가장 소외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혼 인으로, 트의 말처럼 그들은 정체성 자체를 가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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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정체성을 가지더라도 그 정체성의 역할에 온 히 정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컨 , 바보 슨 의 아이 바꿔치기 모티 는 뮬래토를 흑인 노 로

묶어두는 한방울법칙에 한 응이다.그러나 샹 르가 노 주 “탐”이 되기

해서는 탐이 “샹 르”가 되어야만 하는데,이는 어느 한 명이 자유롭기

해서 다른 한 명은 노 가 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탐”과 “샹 르”는 잠시

새롭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후에 아이 바꿔치기 사실이 발각되어 자

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탐”은 강 아래로 팔려가고 “샹 르”는 자신

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온 히 자신의 본래 치에 자리매김하지 못한다.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는 아버지의 백인 통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한방울법칙에 따라 ‘흑인’으로 규정되고,결말에서 백인 여자를 만나 결

혼해 패싱을 하여 백인 사회에 정착하지만,흑인 진 에서의 강화된 인종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압박은 그로 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백인 사회에

온 히 정착하지 못하게 한다.그의 “흑인종임도 부인하지 않고 백인종임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트의 말처럼 ‘정체성 없음’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이러한 선언은 필연 으로 매우 한시 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휴먼 스테인 의 콜먼 역시  흑인이었던 남자 의 화자처럼 ‘흑인도 백인도

아닌’‘그 실키 실크가 되라’를 자신의 신조로 삼는데,이는 어느 한 인종

에 묶이지 않으려는 훨씬 더 개인 인 차원의 선언이다.콜먼은 자신의 어

머니와도 연을 감행하는 극단 인 선택을 하는데,이는 ‘울워스의 그들’에

도,‘하워드의 우리’에도 귀속되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의 표명이다.그러나

그가 이처럼 인종 카테고리를 피하고자 스스로를 그 ‘실키 실크’라고 선

언함에도 불구하고,흑인일 때는 ‘검둥이’라서 인종차별주의의 피해자가 되

고,유 인으로 패싱을 했을 때는 ‘흰둥이’라서 학으로부터 쫓겨나고, 스

터에게는 ‘노란둥이’라서 살해되며 반유 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콜먼

이 겪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지난한 과정은 ‘인종화’된 미국 사회에서 고정

인 인종 정체성의 압박을 피해내기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문학 텍스트에서 재 되는 패싱을 ‘경계선 넘기’내지는 ‘본

질주의에 한 도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그 의도와는 달리 넘어서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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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하고자 하는 인종 경계선 본질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공고

히 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는데,이는 패싱이 경계선을 넘는 것인 동시

에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되는 내재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패싱이 인종 경계선을 유린하고 해체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인종 경계선의

강력한 존재 기반을 간과하는 것이다.패싱 내러티 들은 물론 인종 경

계선의 분류체계를 의문시하고 궁극 으로 이를 해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을 견지하고 있지만,작가들은 이러한 인종 경계선의 기반이 쉽게 해체되

지 않으리라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다.이는 소설들의 결말부에 반 되

어 있는데,지 까지 살펴본 소설들은 공통 으로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를 들어, 바보 슨 은 바 둥이가 ‘제 자리’

를 찾는 것으로 귀결되며, 흑인이었던 남자 는 화자가 패싱을 한 후 기존

의 질서체계에 순응하는 식으로 종결된다. 한  휴먼 스테인 은 나름의 자

기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인종 경계선을 넘나드는 콜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반란이 조용히 소멸되는 비극 결말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표면 으로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는 듯 보이는 결말은 기존 체계

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긴다. 바보 슨 에서 제 자리를 찾아간 노 주

의 아들 “샹 르”는 훈련된 노 의 행동 양식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흑인

이었던 남자 의 화자의 패싱은 백인성을 노골 인 물질만능주의로 풍자하

며,패싱 이후 백인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백인 순 주의를 한다는 면

에서 복성을 담고 있다. 휴먼 스테인 역시 콜먼은 사라졌지만 얼음 이

조망되면서 여 히 존하는 미국의 차가운 인종 이분법을 강조하며, 휴

먼 스테인 속의 작가 주커먼은 이 균열의 이야기를 로 써서 남길 것임을

시사한다.이처럼 인종 경계를 오가는 주인공들을 통해,확고한 것처럼 보

이던 질서 체계는 그 허 성을 드러낸다.

하나의 본질에 해 치명 인 의문 을 내재하게 된 세계에 남겨진 사람

들은 그 균열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우리가 이 균열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

식은 그 균열을 책동시킨 인종 경계선을 성 히 폐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략 으로 하나의 심 으로 남겨두는 것이다.인종 경계선이라는

‘본질 없는 본질’에 한 왜곡을 제해 두고서 인종 경계선의 문제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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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때,비로소 인종 경계에 한 재사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요컨 패싱 내러티 는,노 제부터 재까지 이어져 오며 역사 맥

락 속에서 변화해온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살펴보면서도,여 히 개인을

인종으로 구획하려는 인종 경계선의 강력한 존재 속성에 주목하는 것으

로 읽어내야 한다.혼종화 크 올화와 같은 용어가 두하고 있는 상

황에서,인종 경계선은 이미 흑백의 양극화된 상황을 벗어나 혼종화되었다

고 주장하며 인종 경계선의 문제와 패싱의 문제를 성 히 폐기해서는 안 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러한 시각은 인종 경계선이 여 히 끈질기

게 항존하고 있는 일상과 불일치하는 문제 을 드러내는데,인종 경계선이

어떻게 변화해가든지,인종 경계선 그 자체에 내재한 구성 힘을 망각해서

는 안 된다.역사 으로 오늘날까지 인종 경계선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

지만,여 히 개인을 인종으로 구획하려는 인종 경계선의 본래 속성이 존

속되어 오는 시 에,패싱 내러티 에 한 주목이 더욱 실하게 필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듀보이스가 1903년  흑인 민 의 혼 을 출간한 이래 1세기가 지난 201

2년,엘람은  혼 민 의 혼 을 출간했다.흑/백의 “인종 경계선의 문제”

와 련하여,21세기는 흑백과 더불어 흑도 백도 아닌 혼 의 문제로 두

하고 있는데,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21세기에 어들면서 혼

인의 인종 인종 경계선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20세

기의 화두는 “인종 경계선의 문제”가 될 것이라던 듀보이스의 언에 한

반응으로서,“21세기의 문제는 피부색,젠더,그리고 계 의 복잡한 차이와

공모하는 민족 차이의 문제일 것”이라는 게이츠의 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 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패싱은 이제 1920년 미국에서 성행했

던 개념으로 소하게 용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국가,다양한 배경을 가

진 작가들의 문제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컨 패싱은 이창래(Chang-Rae

Lee)의  제스처 라이  (A GestureLife)에서 엿볼 수 있듯,한국인이면서

일본인이기도 하며 미국인이기도 한 닥 하타(DocHata)의 삶을 지배하는

요한 요소이다.뿐만 아니라,패싱은 다문화 가정,이주,혼 결혼,라티노

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지구 상으로서 더욱 다양하고 복합 이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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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된 형태로 개될 망이다.최근의 트랜스내셔 리즘(transnationalis

m)의 두는 이러한 지구 상에 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혼 과 패싱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

다.이 논문이 으로 다루고 있는 미국 소설에 나타난 혼 과 패싱의

문제는,이미 이 문제와 맞부딪 씨름해 온 미국의 문학 사례를 통해

지구 상으로서 개될 혼 과 패싱의 문제를 비춰볼 수 있다는 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이 논문이 미국 소설에 재 된 패싱을 설명하고,

나아가 지구 상으로 확장된 문학 의미의 패싱을 탐색하는 후속 연

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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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ssingforWhite,PassingforBlack:

A StudyonPassinginAmericanNovels

NohDong-wook

DepartmentofEnglishLanguageand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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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dissertationbreaksfrom previousworksthatattemptedto

definepassingmerelyasanactofcrossingborders,achallengeto

essentialism,orasanextremesortofoppositiontotheveryideaof

essence itself.Notonly does this dissertation explorehow racial

bordershaveshiftedinvariouswaysthroughouthistory,butitalso

investigateshow passinginliteratureasakindofparodyilluminates

thewaysinwhichindividualsdisguisethemselvesasanotherraceto

overcome restrictions from racialborders through portraying both

socialcontext and individualpsychology.To begin with,it is

importanttonotethatamulattoisdefinedas"neitherblack nor

whiteyetboth."Considering thatamulattois"neitherblack nor

white,"thatamulattowhoisconsideredasblacktriestoassimilate

withwhiterevealstheunderlyingfictivenessofracialborders,going

againstthedefinitionofmulatto.Thatis,theideathatamulatto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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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eitherblack norwhite"should beconsidered asblack isas

fictiveastheplotsinwhichamulattomanagestoovercomeracial

bordersthroughtheactofracialpassing.InthisdissertationIwould

define passing in literature as a parody that seeks to betray

fictivenessofracialbordersthrough fictivesettings.Iwould also

argue thatauthors of passing narratives attemptto revealthe

unnaturalness of racialborders by depicting how their mulatto

characters who cannot be categorized as black/white are both

confinedbysuchbordersandthentrytocrossthem,whichisatthe

centeroftheconceptofpassingpresentedinthisdissertation.

Racialborderisafictionthathasbeenworkinginreality.Toput

itdifferently,racialborderhasbeenundeniablyexisting inhistory

eventhoughitreliesonfictions.Asahistoricalartefact,itisneither

absolutenoroutsidetheinfluencerangeofsocialagents.Also,both

the ways in which racialborders work and theirinfluence shift

according to the times and particular situations.Simultaneously,

however,theactualpowerofracialborderswhichaffectsindividual

livesremainsintactthroughouthistory.From thisperspective,itis

importanttoconsiderboththechangingandunchangingaspectsof

racialborders.

In thisdissertation Iintend toexplorehow racialbordersare

mapped differently in various historical contexts, as well as

investigatinghow subjectsofracialpassingadoptdifferentstrategies

inavarietyofpassingnarratives.Sincepassingnarrativesilluminate

characters'struggletodisguisetheirracialidentities,itisnecessary

toconsiderin whathistoricalcontextsthey aresituated.Thisis

because passing narratives deal with the problems of

physical/spiritualfreedom aswellasphysicalbenefitsthatcharacters

get to earn through passing.While passing narratives por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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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whosucceedinclimbingthesocialladderbypassingas

white,passing is concerned not only with the border between

black/white,but also with the problems of boundaries between

master/slave, human/property, middle class/low class,

citizen/non-citizen,andAmerican/non-American.Thatbeingsaid,this

dissertationseekstoexaminehow racialborderhasbeentransformed

sincethetimeofslaveryinAmerica,aswellasexploringhow ithas

beencombinedwiththeissuesofracialviolence,constantly being

mappedandremapped.Additionally,itattemptstoexaminetheways

inwhichpassingnarrativesreflectsuchremappingofracialborders.

Thisdissertationdealswithnineteenth-throughtwentieth-century

AmericannovelssuchasMarkTwain'sPudd'nheadWilson,James

WeldonJohnson'sTheAutobiographyofanEx-Colored Man,and

PhilipRoth'sTheHumanStain.InPudd'nheadWilson,the"black

manwhobecamewhite"iscalled"Tom,"andthe"whitemanwho

became black" is called "Chambre." The protagonist of The

AutobiographyofanEx-ColoredManisa"whitemanwhobecame

black"and a "black man who becamewhite"atthesametime;

thoughheidentifieshimselfaswhiteinhischildhood,herealizesthat

heisinfactblack,andthenhegetstoliveasawhiteman.InThe

HumanStain,ColemanSilkisbotha"whitemanwhobecameblack"

and"blackmanwhobecamewhite"whoshuttlesbetweenthelives

ofblackandwhite:"[t]hrownoutofaNorfolkwhorehouseforbeing

black,thrownoutofAthenaCollegeforbeingwhite(16)."Imust

stress,however,thatthisdissertationgoesfurtherthansimplynoting

thattheprotagonistsofthesenovelscomeandgobetweenthelives

ofdifferentraces.Rather,itseekstoexploreboththedefinitionand

limitofracialbordersbyexamininghow theyrestrictindividuallives

andhow individualschoosetheactofracialpassing to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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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restrictions.BothPudd'nheadWilsonandTheAutobiographyof

anEx-ColoredManquestiontheveryconceptofblack/whitethrough

the motifofswitching atbirth and through the portraitofan

in-betweenprotagonist.Further,TheHumanStainquestionsnotonly

the fundamentalmeaning of racialboundaries but also the

essentialism that underlies paradigms of race, ethnicity, and

nationality.

keywords:passing,mulatto,racialborder,MarkTwain,

Pudd'nheadWilson,JamesWeldonJohnson,The

AutobiographyofanEx-ColoredMan,PhilipRoth,

TheHuman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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