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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은 J. M. 쿳시의 『포우』에서 작가의 자기성찰  쓰기 

방식을 분석하고 작가의 자기성찰성이 작가의 탈식민주의 비 에 어떻게 

향을 끼치고 있는지 고찰한다. 20세기 반 남아 리카공화국의 아 르

트헤이트 정권하에서 흑인에 한 백인의 폭력 이면서도 체계 인 인종

차별이 이루어졌던 실 속에서 부분의 아 리카 작가들이 사실주의를 

통해 탈식민주의를 논하 던 것과 달리 쿳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  

경향을 수용하면서 사회  비 기능과 미학과 철학의 기능이 결합한 독

특한 문학 양식을 발 시켰다. 

     특히 그의 다섯 번째 소설인 『포우』는 18세기 국 문학사에 

표 인 사실주의 정 으로 평가받는 다니엘 드포우의 『요크의 선원 로

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에 내포된 제국주의  요

소를 해체주의 사상을 통해 복하고 있다. 탈구조주의에서 강조하는 해

체주의는 서양 형이상학의 이항 립의 계질서를 부인하는 신 항목들

이 지니는 가치의 상 성과 다원성을 강조하는데 을 둔다. 항목 간에 

존재하는 계질서의 해체는 특정 항목의 우월성과 성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던 권 와 권력의 타당성을 무효화하고, 더 나아가 특정 항목의 

우월성을 근거로 성립하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결과를 래하

다. 『포우』 역시 이러한 해체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소설을 통해 

쿳시가 비 으로 검토하고 있는 담론의 상에는 모든 종류의 권력과 

권 를 창출하는 사회체제와 철학사상뿐만 아니라 백인 심 지배체제 

내에서 백인 남성 작가라는 이유로 반사 으로 리게 되는 작가 자신의 

사회  권력과 에 한 권 도 포함된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부여하는 

권력과 권 를 지니고 있는 이상 본인 역시 자신이 비 하고자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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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체제의 모순에 공모되어 있다는 작가의 의식은 『포우』에서 드러나

는 쿳시의 자기성찰 인 쓰기에서 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포우』에서 자기성찰성이 표출되는 세 가지의 문학 요소에 주

목하여 지배체제의 내부 인 해체를 시도하는 쿳시의 독특한 쓰기 양

식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고찰한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백인 심 사회체제 내에서는 지배자이

면서 동시에 남성 심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주변인이라는 이 인 

치를 보유하고 있는『포우』의 여성화자 수잔이 주변의 남성인물들, 즉 

크루소와 라이데이, 포우와의 권력 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과 이에 반 된 쿳시의 자기성찰  쓰기의 의의를 분석한다. 『포

우』의 크루소는 원작의 크루소와 달리 신앙심과 합리주의, 그리고 식민 

개척의 욕망을 결핍하고 있으며, 라이데이 역시 원작과 조 으로 

가 잘려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로서 서양 지배 문명에 쉽게 교화되

거나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다. 반면 『포우』가 메타픽션이라는 

장르성을 갖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작가 포우는 다니엘 드포

우를 형상화한 인물로서 남성 심의 문학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

성의 권력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구성 방식을 두고 여성화자인 수잔과 

립한다. 『포우』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은 공통 으로 인물의 정형성에 

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각기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선과 악 혹

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이분법 인 구분을 투 하기 어려운 존재

들이다. 남성인물들의 비정형성과 이들과의 계를 통해 수잔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통하여 쿳시가 등장인물들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부터 

이항 립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포우』의 메타픽션이라는 장르성에 

을 두어 쿳시가 메타픽션 장르가 갖고 있는 정치성과 자기성찰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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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방식을 탐구한다. 수잔은 국에 돌아온 후 크루소의 섬에서 

표류했던 경험에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 하여 기성작가인 포

우에게 필을 부탁하게 되는데, 이야기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이 두 사람

의 입장 차이는 곧 부분의 작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쓰기에 있어서

의 딜 마를 변한다. 단조로운 섬 생활에 한 이야기를 보완하기 해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추가 인 이야기 요소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수잔은 라이데이의 침묵에 가려진 그의 과거를 재 하는 작업에 주목

하고, 반면에 포우는 수잔이 크루소의 섬에서 표류했던 경험이 아니라 잃

어버린 딸을 찾는 수잔의 여정에 한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 

을 둔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구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에

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각자 시도하는 타인에 한 재 은 공통 으로 

서술 능력을 가진 재 자의 주 인 해석과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재  

상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다. 따라서 메타픽션이

란 장르를 통해 재  과정에 해 구체 으로 검토함으로써 재 의 정당

성과 진실성에 한 쿳시의 비 인 성찰을 밝힐 수 있다. 

     본론의 세 번째 장에서는 알 고리 해석의 다층성과 그 철학  배

경을 염두에 두어 라이데이로 변되는 피지배자의 침묵의 알 고리가 

탈식민주의 담화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포우』의 라이데이

는 원작과 달리 가 잘려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

다. 신체의 단에 의한 소통의 단 은 식민주의자들의 폭력성을 변하

기도 하지만 동시에 라이데이의 타자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침묵에 

의해 극 화되는 라이데이의 타자성은 자신의 이야기의 빈 공간을 채

우기 해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 하려는 수잔의 시도를 좌 시키며, 

이를 통해 라이데이의 침묵이 단순히 식민주의자들의 독단과 폭력에 

의해 소외된 자들의 존재성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의 담화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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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할 수 없는 타자의 고유성을 시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쿳시는 라

이데이의 침묵이라는 알 고리를 통해 탈식민주의의 일반 인 담론에서 

주로 부정 으로 거론되었던 타자 개념의 정  기능을 역설하고 타자

와의 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 인 자세를 구하고 있다. 

주 요 어  : J .  M .  Coetzee,  『 포 우 』 ,  자 기 성 찰 성 ,  해 체 주 의 ,  메 타 픽 션 ,  

침 묵 의  알 고 리

학   번  : 2 0 1 1 -2 1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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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남아 리카의 백인작가 J. M. 쿳시(J. M. Coetzee, 1940- )는 동시 의 

남아 리카 탈식민주의 백인 작가들이었던 안드  링크(Andre Brink), 

애솔 퓨가드(Athol Fugard), 나딘 고디머(Nadine Gordimer)가 자신의 

을 ‘무기’로 삼아 극 으로 남아 리카의 아 르트헤이트(Apartheid) 정

권의 불합리한 차별 정책1)을 정면으로 맞서고 억압받는 흑인들의 편에 

서고자 했던 것과 달리, 흑인들의 비극  역사와 체험을 자신의 작품 속

에 사실주의를 통해 극 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한 작가 다. 이는 쿳시가 언어에 내재된 계층성과 인간의 언

어사용에 내포된 권력의 작용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도로

(Tzvetan Todorov)는 그의 서 『아메리카의 정복: 타자의 질문』(The 

Conquest of America: The Question of Other, 1992)에서 “언어가 항상 

제국의 동반자 다”(Language has always been the companion of empire 

221)라는 말을 통해 역사 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 의식 혹은 무의식 으

로 언어를 통해 타인을 지배하고 주종 계를 형성하려 했던 을 설명한 

바 있었는데, 쿳시 역시 언어 사용자들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의 일

방성과 폭력성을 인식하고 있는 작가 다.

    뿐만 아니라 쿳시는 자신의 선조가 아 르트헤이트 정권을 창출하는 

1) 아 르트헤이트 정권이 제정한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간 혼인 지법(1949년), 

흑인과 백인 사이의 성 계를 지시키는 배덕(背德)법(1950년), 백인과 흑인의 거

주 지역을 분리시키는 집단지구법(1950년)과 흑인들의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권리

와 해택을 완 히 박탈한 반투자치법(1952년), 흑인과 백인의 인종 분리 교육 시

스템을 공식화하는 반투교육법(1953년)과 학교육확장법(1959년) 등과 같은 수많

은 인종차별 인 법률들은 남아 리카공화국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한 정치 , 사회 , 교육  해택과 권리를 릴 수 있는 기회를 박

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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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한 아 리카 (Afrikaner) 다는 과2) 자신 역시 아 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의 해택을 받고 있는 백인 작가라는 에서 식민주

의 가해자들로부터 결코 자신을 완 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한 인

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흑인들

의 피해를 백인독자에게 해석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 백인작가로서의 임

무로 인식했던 동시 의 탈식민주의 작과들과 달리, 쿳시는 자신들의 소

설을 통해 아 르트헤이트가 남아 리가 흑인들을 인권의 사각지 로 몰

고 있는 실상에 해서 비 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상을 가해

자와 피해자,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주의자 등으로 이분화 시켜 약자 쪽을 

두둔하는 과정에 자신의 도덕  우월감이 드러나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탈식민주의 작가들에게 인종차별의 명사인 남아 리카공화국의 아

르트헤이트 정권 하에서 인권 유린과 탄압을 겪는 흑인들의 박한 삶

을 기록하고 고발하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시  요구 다. 그러나 쿳

시는 흑인과 백인이 분리된 사회 내에서 지배 계층의 백인 작가로서 타

자인 흑인을 완벽하게 재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계에 한 그의 인식은 작가로서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

로 이어졌다.3) 이러한 쿳시의 자기성찰 인 자세는 일반 인 탈식민주의 

2) 아 리카 는 17-18세기에 아 리카로 정착한 네덜란드계 민족 그룹으로, 정착 이

후 곧 남아 리카 정치와 농업경제에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해 왔다. 1914년에 

출범된 국민당(the National Party) 역시 아 리카 들의 경제  이득을 확장하고 

공고화하는 데 주된 목 을 두었으며, 국민당이 1984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됨

에 따라 흑인을 차별하는 아 르트헤이트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3) 그러나 비단 쿳시 만이 백인들이 비서구권 타자의 상처와 입장을 제 로 변할 

수 있는가에 해 회의 인 입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역시 쿳시와 마찬가지로 주체란 언어, 성별, 인종, 계 보다 

더 큰 문화와 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한 개인이 이러한 체계의 틀을 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을 강조하 다. 스피박은 특히 그녀의 논문 “C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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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과는 다르게 그의 작품 속 백인 화자들이 식민주의의 피해자를 

변하기 보다는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공모성을 부각시키고, 한 아 르트

헤이트의 “폭력 인 계질서”의 실체와 허상을 밖에서 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해체하는 특징을 발생시켰다(왕은철 『 화  소설』 

25). 따라서 본 논문은 쿳시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가의 자기

성찰 인 요소에 주목하여, 그가 다니엘 드포우(Daniel Defoe, 1659 혹은 

1661-1731)의『요크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

험』4)(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 1719)을 패러디한 작품인 『포우』(Foe, 1986)에서 그의 

Subaltern Speak?"을 통해 제3세계 포스트식민주의 지식인이 타자를 지식의 상

으로 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집 할 때 타자

에 보다 더 가까이 근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스피박에 따르면 지식

인들이 서구의 언어와 지식으로 타자를 직 으로 변하려는 순간 정작 타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식인 자신의 입장만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서구 지식인들의 타자 재 에 한 스피박의 부정  입장은 다음의 원문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This reintroduces the constitutive subject on at least two 

levels: the Subject of desire and power as in irreducible methodological 

presupposition; and  the self-proximate, if not self-identical, subjects, become 

transparent in the relay race, for they merely report on the nonrepresented 

subject and analyze (without analyzing) the workings of (the unnamed Subject 

irreducibly presupposed by) power and desire. The produced ‘transparency’ 

makes the place of ‘interest’; it is maintained by vehement denegation: ‘Now 

this role referee, judge, and universal witness is one which I absolutely refuse 

to adopt. One responsibility of the critic might be to read and write so that 

the impossibility of such interested individualistic refusal of the institutional 

privileges of pwer bestowed on the subject is taken seriously.... This 

S/subject, curiously sewn together into a transparency by denegations, belongs 

to the exploiters’ sid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t is impossible for 

comtemporary French intellectuals to imagine the kind of Power and Desire 

that would inhabit the unnamed subject of the Other of Europe. It is not only 

that everything they read, critical or uncritical, is caught within the debate of 

the production of that Other(74-5). 

4) 이하『로빈슨 크루소』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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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작가로서의 자기 인식과 재 의 한계성에 한 끊임없는 작가  성찰

이 그의 탈식민주의  비 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논의하고자 한다.  

    『포우』가 패러디한 드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크루소(Crusoe)

는 난 로 무인도에 포류된 후 철 한 종교 인 믿음, 자신의 이성  능

력, 도구 이용을 통해 무인도의 불모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개척하 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섬의 식인 부족으로부터 희생당할 뻔 했던  다른 식

인종 흑인을 구한 후 자신의 노 로 삼고, 교육을 통해 그 흑인 노 를 

차 문명인으로 교화시키기를 시도하 다. 그리고 섬에 표류한지 28년 

후 자신의 흑인 노  라이데이와 함께 뗏목을 만들어 결국 섬을 탈출

하는데, 이후 고국에 귀국한 후 7년 만에 자신이 표류했던 섬에 다시 돌

아와 그 섬을 자신의 식민지로 재건하 다. 이러한 여정에 드러나는 크루

소의 의식과 단, 그리고 선택의 과정들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

의 이성  능력에 한 18세기의 서구인들의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반

할 뿐만 아니라, 비서구인을 야만인으로 취 하고 비서구인에 한 서

구인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서양의 문화  우월주의와 제국주의 의식을 

변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작가들은 바로 이 소설의 후자의 면모에 주목

하며, 이 소설에 내포된 제국주의를 비 해왔으며, 이를 해체하기 해 

이 작품을 새롭게 패러디한 소설들을 내놓았는데,5) 『포우』 역시 원작

5) 쿳시의『포우』이외에도  다른 표 인 로, 미쉘 투르니에(Michel Tournier)

는『방드르디, 태평양의 끝』(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1967)를 들 

수 있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의 경우, 라이데이의 입장에서 반언술 략

(counter-discursive strategy)을 통해 원작이 내포한 백인 제국주의  시각을 해

체하고자 하 다. 원작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기독교인이자 백인이자 국인

인 크루소가  진리로 간주하는 제국주의  사상들에 큰 충격을 받았던 투

르니에는 『방드르디』에서 피지배자 던 라이데이의 입장을 제시하는 데 주력

하 다. 원작에서 크루소에 의해 라이데이가 교화되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에

서는 라이데이가 크루소의 변화를 유도하 다는 방식으로 원작이 내포한 제국

주의  가치를 복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니에가 이용하는 패러디 방식이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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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국주의  요소에 해서 비 인 성향을 가진 표 인 패러디 작

품들  하나이다.

     원작 『로빈슨 크루소』가 근  사실주의 소설의 효시로 알려진 만

큼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쿳시의 『포우』는 해체주

의 이념의 수용, 메타픽션과 알 고리의 사용을 통해서 보다 념 이고 

형이상학 인 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쿳시의 자기성찰

인 쓰기 경향에 있어서 『포우』의 이러한 세 가지 문학 요소가 어떻

게 기능하고 있는 지에 주목한다. 

    우선, 포스트구조주의가 지향하는 해체주의는 서양 철학사상의 근간

을 이루었던 이항 립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립의 복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항 립의 사상에 따르면 물질과 정신, 주

체와 객체, 텍스트와 의미, 외양과 본질, 여성과 남성 등과 같은 이러한 

이항 립에는 한쪽의 개념이 다른 한쪽보다 우월하거나 다른 한쪽을 포

섭하는 가치상의 계질서가 존재하며, 이러한 가치상의 계질서로 인하

여 상  가치를 가진 개념 항목은 권 를 갖고 반면 하  가치의 항목은 

상  가치의 권 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락하기도 한다. 데리다

(Jacques Derrida)에 의해 도입된 해체의 개념6)은 상 항목들의 이러한 

『로빈슨 크루소』의 신화가 탄생된 소설 속 역사  배경을 그 로 유지하면서, 

다만 인물들의 주체성과 주변성을 복하여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에

서 『방드르디』 역시 원작의 사실  근의 쓰기 방법을 계승하는 특징을 보

인다. 

6) 데리다는 그의 서 Of Gramatology(1976)를 통해 다양한 이항 립  특히 서양 

철학의 근간이 이루었던 로고스 심주의, 즉 (writing)과 말(speech)의 이항 립

에 의해 존재했던 음성 언어의 우월주의를 비 하 다. 데리다에 따르면 서양철학 

사상에 있어서 로고스(Logos)는 온 한 자의식의 자기 존(self-presence of full 

self consciousness)이라고 여기는 믿음과 결부되어 역사 으로 사람들은 음성

(phone)을 통해 자기 존의 증거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며, 반면에 은 인

간 목소리의 즉각성과 생동감에 비해 인 이고 부차 인 것으로 격하되어 왔다. 

데리다는 로고스를 인간의 말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에서 본질을 체하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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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의 질서를 괴함으로써 가치의 다원화와 상 화를 래하 으며, 이

러한 가치의 상 화와 이항 립의 붕괴는 쿳시의 소설에 있어서도 요

하게 작용하고 있다.7) 형이상학  이항 립에 존재하는 계질서의 붕

괴는 이러한 계질서를 근간으로 형성되었던 지배 이데올로기의 윤리  

정당성을 해체시키는데, 이에 지배 이데올로기 체제 내에서 사고의 패러

다임을 형성했던 쿳시의 작품 속 백인 화자들은 공통 으로 자신이 비

하고자 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에 스스로 공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한 해체주의 사상의 향으로 쿳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바탕이 되는 

이념상의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지배체제의 내부 해체를 시도하며, 동시에 

지배이데올로기의 반사  이익으로 획득된 자신의 인종 , 성 , 언어  

권 를 스스로 경계하는 자기 의식 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일반 으로 메타픽션은 소설이 창조되는 과정에 한 서술을 

통해 작가의 내면 심리를 낱낱이 보여주는 소설을 일컫는다. 반면 워

(Patricia Waugh)에 따르면, 메타픽션은 실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소설 속 허구를 규정하는 실을 붕괴하는 것을 목 으로 작가가 

자신이 쓰는 소설의 치에 해 자기 의식 이고 체계 인 주의를 기울

인 소설을 의미한다(Schörkhuber 6 재인용).8) 

도 이용하며, 서양철학에는 모든 신념의 기반이 되는 본질 즉 월  기의

(trans-significant)에 한 믿음이 존재하며, 이러한 월  기의를 형상화할 수 

있는 월  기표(tans-signified)에 한 추구가 항상 존재해 왔다고 설명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한 기표를 통한 의미의 지시가 지속 으로 연기되는 ‘차

연’(différ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의의 기표에 한 우월성을 거부하고 기

의와 기표의 분리를 시도하 는데, 쓰기를 통해서만 이러한 기의에 한 기표의 

복이 시도될 수 있다고 믿었다(Sarup 32-4).   

7) 『포우』뿐만 아니라 쿳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 

1980), 『철의 시 』(Age of Iron, 1990), 『추락』(Disgrace, 1999)과 같은 소설 

속에서도 백인 서술화자들은 공통 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종  타자와 기

존 체제에 한 자신들이 간직한 윤리  신념과 가치 이 복되면서 일종의 혼

란 상태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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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우』에서 수잔이 크루소의 섬에 표류했던 자신의 경험을 책으

로 출 하기 해 필 작가 포우와 나 는 ‘ 쓰기’에 한 화 내용들

은 작가로서의 쿳시의 자기 인식과 더불어, 쓰기에 한 쿳시의 성찰을 

변해 다.9) 뿐만 아니라, 메타픽션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끊임없는 작가

의 자기 성찰이 역설 으로 실 속 인간 계와 사회 구조 형성의 근간

이 되는 권력 계를 탐구하거나 혹은 비 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데, 쿳시 역시 『포우』에서 이러한 자기의식을 통해 

언어와 텍스트가 가지는 권 와 텍스트가 내포한 지배 가치와 이데올로

기의 당 성에 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메타픽션을 이용한 자기

성찰을 통한 이데올로기 탐구의 방식이야말로 베감(Begam)이 언 하

던 쿳시의 독특한 ‘포스트식민주의를 목 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략’ (postmodern strategies ... for postcolonial purposes 112)인 것이다.

     『포우』에서 사용되는 알 고리10)의 경우, 쿳시의 탈식민주의  입

8) 이러한 시각에서 모든 소설에는 메타픽션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Schörkh 

uber 6 재인용). 한 워(Patricia Waugh)는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메타픽션의 기

법 사용이 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해 원한 진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 세계에서의 통  가치의 붕괴를 반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7). 한 20세

기 후반 소설 분야에 두드러지는 메타픽션의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의 비평가들은 이

미 『돈키호테』(Don Quixote, 1605),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햄릿』

(Hamlet, 1600년경), 오스틴(Jane Austen)의 『노생거 사원』(Northanger Abbey, 

1817)과 같은 고  작품들이 이미 메타픽션의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메타픽션은 소

설의 소멸 혹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설 장르의 탄생의 조짐으

로 간주하 다(Schörkhuber 7재인용).

9) 일반 으로 메타픽션에서는 개인의 내면 심리를 낱낱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 시

의 복합 인 사용, 비규범 인 문장 기술, 허구  작품의 창작 과정을 통해 그 

허구를 허물어 버리는 복 등의 기법들이 이용된다. 쿳시 역시 을 쓰는 행 에 

한 자신의 의식에 해 논하기 하여 메타픽션의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사

용하고 있다. 

10) 알 고리(allegory)란 어떤 추상  념을 드러내기 하여 구체 인 사물에 비

유하여 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하나의 념  주제를 말하기 하여 구체

인 보조 념을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거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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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를 뚜렷이 반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알 고리의 주요 개념을 문

학  수사법이나 술  기법을 일컫는 용어 차원을 넘어 문화 이고 존

재론 인 용어로 받아들 던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알 고

리는 상에 한 하나의 표  형식을 넘어 그 자체가 상에 한 내  

경험인 직 (intuition)으로 작용한다(Cowan 110).11) 

    벤야민은 이러한 내  직 을 드러내기 합당한 방식으로 ‘자기표

’ 쓰기의 과정을 주목하 다. 그에 따르면, 자기표 인 은 형식과 

의미를 통합시키며 구두 언어보다 결정성(conclusiveness)이 결여되어 있

으며, 따라서 자기 표  쓰기 과정을 통해 작가는  속에서 자신을 

상화시킴으로써 진실을 재 해 나가게 된다(Cowan 114 재인용). 

    이와 련하여 갤래거(Susan Vanzante Gallagher)는 쿳시가 형

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사실주의 소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비 실 이

고, 끊임없이 자기 불신을 강조하는 자기반 인 소설’(a non-realistic, 

자하는 표  방법이다(온라인 한국 문학사 , 2015년 2월 15일 속).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63&docId=337129&mobile&categoryId=1043> 

   일반 으로 알 고리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 상징의 개념 조가 요하게 여겨지

고 있는데,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본론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질 정

이다. 

11) 벤야민이 마련한 알 고리에 한 개념은 ‘일시 으로 체를 측’(the fleeting 

glimpses of wholeness, Cowan 112)하는 상징과 달리 상의 인 본질에 한 

근과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이해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상의 비 성과 비

원성으로 인한 덧없음(transitoriness)과 사망(mortality) 그리고 자각(conviction)에 

한 의식과 하게 련한다. 한 벤야민의 알 고리는 기존의 념화된 사상

과 가치를 탈피해 념과 상의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의 진실을 발견하고자 했

다는 에서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존재론

 측면에서는 고  형이상학, 특히 월  실(a transcendent reality)에 한 

라톤의 진실, 즉 이데아의 개념과도 련하는 복합  개념이다. 결론 으로 코웬

에 따르면 벤야민이 주장하는 알 고리의 주된 기능은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서의 

작용을 넘어 바로 진실(truth)의 실존  념을 월 으로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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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ferential fiction that constantly highlights its own unreliability)을 

선택하 으며, 이러한 비신뢰성이 결국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의 

결과물임을 설명한 바 있다(44). 더욱이 쿳시는 그의 작품들 속에서 남아

리카공화국의 아 르트헤이트 정권 하에서 인종차별의 불합리성을 경

험하고 목격한 백인 작가로서 자신의 사회  치와 자신의 주변에서 발

생하는 불합리성에 한 의식을 직 인 비 과 윤리  단이 아닌 알

고리를 이용해 드러내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쉐르쿠버(Verena 

Schörkhuber)가 ‘끊임없는 자기의식이 이끄는 자기표 의 소설’(5)로 묘

사한 바 있는 『포우』에서 쿳시는 라이데이의 침묵이라는 알 고리를 

통해서 약자들의 강요된 침묵 속에 숨겨진 역사와 진실을 작가들이 어떻

게 변할 것인가 가에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

에는 백인 작가로서 인종  타자를 진정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

가에 한 쿳시의 성찰이 담겨져 있다(Head 64). 

    지 까지 『포우』의 세 가지 문학  특징(해체주의, 메타픽션, 알

고리)이 형이상학과 미학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쿳시의 자기성찰  쓰

기와 결부되어 있는지는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포우』에서 쿳시의 ‘자기 성찰 인 쓰기’가 드러나는 방식과 작품 속

에 반 된 작가의 자기성찰성이 작품의 탈식민주의 비 에 끼친 향에 

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수잔 바튼을 비롯한 기존의 『로빈슨 크

루소』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 혹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보 던 크루소(Crusoe)와 라이데이(Friday)와는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크루소(Cruso)와 라이데이와 같이 『포우』에서 드러나는 등장인

물들의 비정형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우』에서는 『로빈슨 크루

소』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수잔을 비롯하여 수잔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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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잔 바튼,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인 드포우(Defoe)를 

가리키는 포우(Foe)12)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 『포우』의 크루소

는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가 보여주었던 18세기 신흥 경제인으로서

의 신앙 이고, 모험 이고, 이성 이면서, 자연 지배 인 남성이 아니라, 

반 로 순응 이고, 비경제 이고, 때로는 무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

지고 있다. 그리고 라이데이 한 크루소에게 스스로 복종을 맹세하고, 

서양 문명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의 주인 크루소의 노력에 부응하며 차 

자신의 미개함을 깨닫고 크루소의 문화에 편입해가는 원작의 라이데이

와 달리 가 잘려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등

장한다. 이 듯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등장인물들이 변형되어

진 것은 결과 으로 원작 『로빈슨 크루소』가 보여주었던 자연을 지배

할 수 있는 기존의 정형 인 웅상(英雄像)을 해체하면서도, 인물들 간

에 어느 한쪽의 권  우 를 철 하게 복함으로써 인물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선과 악의 이분법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한 『포우』의 

여성화자 수잔은 정형성이 와해된 남성 인물들과의 복잡한 권력 계 속

에서의 자신의 애매모호한 치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따

라서 논문의 첫 번째 장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정형성의 괴와 이들의 

계에서 수잔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어떻게 쿳시의 자기성찰  

쓰기와 련을 맺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포우』에서 사용되는 메타픽션 인 요

소를 살펴 으로써 쓰기에 한 쿳시의 성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

우』가 쿳시의 다른 소설들과 다른 큰 특징은 메타픽션의 형식을 차용하

12)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드포우(Daniel Defoe)의 원래 성은 포우(Foe)

으나 이후에 그는 자신이 륙의 'De Beau Faux'가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성 앞에 귀족의 의미를 가지는 'de'를 덧붙 다. 쿳시가 수잔의 필 작가로 등장

시키는 '포우'라는 이름에는 ‘ (foe)’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의 의미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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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다. 『포우』의 여자 주인공 수잔은 크루소의 섬에 표류하게 

되면서 시작된 그녀의 섬 생활에 한 이야기를 국에 돌아와 책으로 

출 하고자 하지만, 쓰기에 자신이 없었던 탓에 보다 문학  권 를 가

진 작가 포우에게 필을 부탁하게 되는데, 이 둘은 쓰기에 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게 된다. 수잔과 포우 사이에 발생하는 쓰기에 한 

의견 차이와 수잔의 언어와 쓰기에 한 고뇌와 혼란에 한 고백은 

사실상 언어와 쓰기를 통한 재 에 한 쿳시의 작가  성찰을 반 하

며, 그러므로 작가의 쓰기에 한 자기반 인 요소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수잔이 겪게 되는 쓰기에 한 혼란과 깨달음에 

한 분석을 통해 쓰기 행 에 한 작가의 성찰을 발견할 수 있다.

     본론의 세 번째 장에서는 ‘ 라이데이의 침묵’이라는 알 고리를 통

해 드러나는 억압과 착취당한 존재의 권  지배 담론에 한 항과 

소외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라이데이의 침묵은 수잔이 밝 야할 진

실의 상이자, 을 완성하기 해 극복해야할 해결 과제로 작용하고 있

는데, 이는 원작의 라이데이가 크루소의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어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모습과 매우 조 인 설정이다. 침묵은 주체간의 소

통의 단 을 의미하며, 한 언어를 통해서는 밝 질 수 없는 숨겨진 진

실, 즉 진실의 수수께끼를 함의한다. 이러한 단 과 밝 낼 수 없는 진실

은 ‘언어 밖의 사고’와 한 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침묵의 

불가해성을 통해 라이데이의 타자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타자성의 개

념과 련하여 라이데이로 변되는 피지배층의 침묵이 가지는 힘은  

지배자와 속자의 계에 있어 권력의 역학  복에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침묵의 알 고리는 최종 으로 탈식민지주의 시 에 인종

 타자를 재 하는 데 지녀야 할 윤리  자세가 무엇인지를 시사해 다

는 에서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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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 수 잔 의  정 체 성  혼 란 을  통 한  탈 경 계  쓰 기

    『로빈슨 크루소』와 상호텍스트 계에 있는 표 인 두 작품인

『방드르디』와 『포우』는 원작 『로빈슨 크루소』를 제3세계의 입장에

서 바라보고 원작에 내재된 억압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을 보이지만, 원작이 내포한 제국주의  가치를 비 하는 방식에서

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 투르니에가 스스로를 주체화시키고 비자

아의 존재인 타자를 주변화 시키는 서구 백인 문명의 제국주의  이데올

로기를 해체하는 데 을 맞추었다면, 쿳시는 『포우』에서 작품 속 인

물들을 가해자/피해자, 식민주의자/피식민주의자 혹은 남성/여성 등으로 

이분화 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다. 그 표 인 로, 『방드

르디』에서 라이데이가 화자로 내세워져 제3세계의 피지배자의 시각을 

새롭게 언술했던 것과 달리,13) 쿳시는『포우』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

이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일방 으로 언술하는 것이 아니라, 크루

소와 라이데이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여성화자 수잔 바튼을 등장시

킴으로써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을 들 수 있다. 

13) 제국주의  시각에서의 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지배자와 지배자의 입장을 바

꾸어 언술하는 것은 제3세계 탈식민주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서구 심주의와 지

배자들의 자문화 심주의를 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쓰기 방식이었다. 가

령, 나이지리아 흑인 작가 던 아체베(Chinua Achebe) 역시 그의 소설 Things 

Fall Apart(1958)에서 아 리카인과 백인을 각각 소설의 심과 변방에 설정하여 

내러티 를 진행시키며 아 리카인의 입장에서 아 리카의 역사와 문화와 실을 

바라보도록 한 바 있었다(왕철「드포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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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작가는 자신의 치 한 기획에 의해 소설 속 사건을 배치

되고, 롯을 형성하며, 이야기를 수행하는 인물들 역시 자신의 의도에 

부응되도록 설정한다. 쿳시는 원작『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하지 않았던 

수잔 바튼을 『포우』의 여성 화자로 등장 시키면서 그녀와 그녀를 둘러

싼 주변 인물들과의 계의 양상을 통해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의 

모험과 사상이 변했던 서구의 물질주의, 이성 심주의, 제국주의  사

상을 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은 수잔은 드포우의  다른 작품

인 『록사나: 성공한 정부』(Roxana: The Fortunate Mistress, 1724)14)

의 여주인공 록사나의 숨겨진 이름이자 동시에 그녀의 딸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5) 쿳시가 드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에 드러나는 제국

주의를 비 하는 데 있어 드포우의  다른 작품의 여성 등장인물을 이

용하는 것을 통해 『포우』의 구조  치 성과 쿳시의 정교한 상호텍스

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여성들이 크

루소의 주변인으로 드물게 등장한다는 에서 『포우』의 여성 화자의 

등장은 원작과 조 인 면을 보이며, 따라서 쿳시가 굳이 여성 화자를 

활용하는 이유에 하여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16) 우선, 매커스킬

14) 이하 『록사나』로 약칭함.

15)『록사나: 성공한 정부』는 드포우가 『로빈슨 크루소』를 집필한지 5년 만에 쓴 

작품으로, 드포우의 작품 에서 가장 비 이고 어두운 소설로 평가받는 소설이

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록사나는 18세기 경제의 역에서 배제되어 남성에게 순

종하던 여성들이 이상화되었던 시 에서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해 정부(혹은 창녀)

가 되어 스스로 경제  이득을 도모했던 여인이다. 록사나는 기존의 순종 인 아

내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경제 인 이득 추구하는 과정

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와 여성으로서 간직하는 모성애 사이에서 끊

임없는 갈등과 이로 인한 분열을 겪는다. 『포우』가 보이는 『로빈슨 크루소』와 

『록사나: 성공한 정부』에 한 상호텍스트성은 2장에서 메타픽션과 련하여 자

세히 다루어질 정이다.   

16)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주인공 크루소의 주변의 여성들로 그의 어머니, 혹은 

그의 돈을 리해주는 지인으로서의 미망인, 크루소의 아내, 그리고 크루소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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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Macaskill)과 콜리란(Jeane Colleran)은 쿳시가 수잔이라는 여성화

자를 통해 인종  피지배자인 라이데이의 이야기과 크루소 섬의 역사

에 하여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원작이 내포하고 있는 남성  권 를 거

부하고, 여성  시각에서 헤겔(Hegel)식의 지배자와 노 에 한 논증법

을 논하며, 인종과 성  종속이라는 두 종류의 불평등의 상 계를 드러

내도록 하 다고 주장하 다(440). 갤래거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수잔과 

라이데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공통 에 주목하여 

이들의 침묵이 오랜 세월동안 문학  통에서 타자로서 침묵되고 주변화

된 경향을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7). 반면 애트웰(David 

Attwell), 매커스킬, 스피박, 코수(Sue Kossew), 리간티(Chiara Briganti) 

등을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은 무엇보다도 식민주의  사회에서 지배세력

에 속하면서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으로서 약자인 수잔의 이 인 

사회  치가 흑․백인종을 분리하는 식민주의 사회의 지배 세력에 속

하면서 약자인 피지배자들의 입장을 변하려는 백인작가 쿳시의 탈식민

주의  입장에 내재된 이 인 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에 주목하

다.17) 이러한 맥락에서 수잔이라는 여성 화자의 등장은 쿳시가 을 쓰

는 데 있어서 남성 그리고 백인 작가로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탈피하기 

신의 식민지에서 남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학  재생산을 목 으로 섬

으로 투입시키는 7명의 여성들과 같은 매우 극소수로 여성들만이 언 되었다. 이

러한 에서 여성화자의 새로운 등장을 종래의 남성 심 인 담론 구조를 탈피

하려는 작가의 여권론  시도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왕은철 「드포우」66). 

17) 애트웰은 특히 남아 리카에 속하면서도 유럽 문화와 정 (cannon)과 련 있는 

쿳시의 탈식민주의의 이 인 치를 “제3세계 속의 제1세계”(the First within 

the Third, South Africa 4)라는 표 을 통해 설명한 바 있으며, 한 쿳시의 주변

부(marginality)에 한 민감한 심이 실제로는 쿳시 자신의 주변성을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South Africa 25). 커(Kenneth Parker) 역시 쿳시에 해서 

더 이상 유럽인은 아니면서 동시에 아직 아 리카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애매모호

한 작가  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83).



- 15 -

한 ‘탈권  쓰기’ 략의 일환으로 단된다. 특히 매커스킬은 백인 

심 지배체제 내에서는 지배자이지만 남성 심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피지배자 던 수잔이 지닌 심성과 주변성이 교차하는 사회  치의 

“양면성”(ambivalence, Kossew, "Border" 62)이 쿳시의 이 인 문학  

입지와 유사하다는 을 지 하 다. 그에 따르면, 쿳시가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문학과 비평 분야에서는 심 인 역할을 수행하

면서, 그의 작품들의 역사, 정치, 경제  실과의 비 련성으로 인하여 

사회고발 인 내용의 사실주의 문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남아 리카 

문학에 있어서는 주변부와 같은 존재 다고 주장하 다("Middle Voice" 

444). 이 듯 『포우』의 수잔의 역할에 을 둔 주요한 연구들은 심

부와 주변부 모두에 걸쳐있는 수잔의 “반주변성”(semimarginality, Attwell 

South Africa 112) 에 을 두어, 약자인 라이데이를 보호하는 과정에

서 드러나는 그녀의 “식민본국의 반제국주의자”(the metropolitan anti- 

imperialist, Spivak "Theory in the Margin" 19)의 행동 양식들을 페미니

즘과 탈식민주의의 입장에서 분석하거나, 혹은 『포우』의 메타픽션의 형

식에 을 두어 픽션의 세계와 실 세계 사이에서 느끼는 수잔의 혼

란에 을 두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수잔의 

이 이고 양가 인 치뿐만 아니라, 소설 속 세 명의 남성 등장인물들

(크루소, 라이데이, 포우) 역시 수잔 만큼이나 불분명하고 양면 인 성

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수잔과 이 세 남성인물들 사이의 

불안정한 권력 계 양상을 통해 증폭되는 수잔의 정체성의 혼란이 쿳시

의 자아성찰 인 쓰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아(Bahia)에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갔다가 돌아오는 항로에서 

일어난 배에서 발생한 선상반란으로 수잔은 죽은 선장과 함께 보트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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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바다에 버려져 결국 크루소와 라이데이가 함께 살고 있는 섬에 표

류하게 되면서, 이미 그 섬을 장악하고 있는 섬의 주인 크루소에게 주종

계(主從關係)를 강요당하며, 라이데이에 이어 그의 두 번째 하인(the 

second subject 11)이 된다. 이러한 주종 계는 가부장 인 남성 심 사

회에서 여성이 가정에서 부여받는 약자로서의 종속  치와도 일맥상통

하다. 한 백인 남성의 지배를 받는 종속  치를 강요받고 때때로 침

묵을 강요받는다는 에서 수잔과 라이데이는 공통 을 지닌다.18) 그

러나 앞서 언 한 바 있듯이, 그녀가 백인으로서 흑인 노 를 지배할 수 

있다는 에서 라이데이보다 우월한 사회  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 을 부인할 수 없다. 수잔과 크루소, 그리고 라이데이 간에 이루

어지는 이러한 주종 계는 여성인물인 수잔이 크루소와의 계에 있어서 

항상 종속 인 모습을 보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백인으로서 라이데이에 

해 지배 인 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에서 애매모호함을 지

니고 있다. 이들의 애매모호한 계를 분석함에 있어 주목할 은 『포

우』의 크루소와 라이데이가 원작의 인물들과 매우 다른 사고와 행동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이 이러한 계의 애매모호함에 요하게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포우』의 크루소의 경우, 근면성과 합리주의, 모험주의, 신

앙의 가치를 찬양했던 원작의 크루소와는 달리 힘과 낙천주의를 결여한 

18) 두 사람의 이러한 공통 은 남성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치

와 백인들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았던 유색인종은 성과 인종이라는 개념의 테

두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본 인 억압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에서 페미니즘이 

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주의 논의와 공감 를 형성할 여지를 마련될 수 있다(왕은

철「드포우」66). 그러나 스피박은 왕은철과는 반 로 『포우』에서 수잔을 통한 

여성의 모성과 경제권에 한 논의가 라이데이의 침묵을 통한 탈식민주의 논의

에 의해 축소됨을 지 하며,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논의가 쉽게 함께 공유되지 

않음을 재확인하기도 하 다("Theory in the Margi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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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인물로 나타난다. 섬에 표류한 수잔에게 비쳐지는 크루소는 탈

출에 한 욕망이 없으며, “아닙니다”(nay)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

는 자신의 왕국에서 늙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나이 많고, 게으르고, 

제 이며, 목 의식도 없고, 섬을 탈출할 생각은커녕, 심지어 문명의 기

인 도구를 사용할 계획마 도 없는 고집스러운 인물이다. 『포우』의 

크루소는 한 원작과 달리 시간을 기록하지도 않으며, 섬 생활의 기록에 

한 수잔의 요청도 단호히 거부한다(16-7). 뿐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불모의 땅에 심을 씨앗도 없이 라이데이와 끝없이 밭을 

경작하는 비생산 인 노동을 고수하기도 한다(33).19) 그가 땅을 개간하는 

목 은 재 자신이 아닌 오로지 씨앗을 가지고 이 섬에 나타날 미래 세

를 한 것이다. 크루소가 보여주는 이러한 성과 없는 노동의 지속과 

기록을 통해 경제  혹은 문화  성과를 이루려는 의욕의 부재는 무(無)

의 상태에서 문명을 일구어 냈던 드포우의 크루소의 근면함과 경제  합

리성과는 정반 의 모습이다. 따라서 『포우』의 크루소는 원작의 크루소

가 간직한 식민개척의 노력과 남성주의라는 상징성과는  거리가 먼 

베 트의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올법한 포스트모더니즘 인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20) 

19) 스피박의 경우 크루소의 밭갈이 행 를 그가 간직하고 있는  다른 형식의 ‘제

국주의  사명의 한 요한 요소’(one important strand of the mission of 

imperialism)로 단하 다("Theory in the Margin" 3). 이와는 달리 애트웰은 크

루소의 밭갈이가 청교도의 캘비니즘(Clavinism)의 근면성 교리를 반 하고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쿳시가 그의 서 White Writing: On the Culture of Letters in 

South Africa(1988)을 통해 설명한 바 있던 ‘정착’(settlement)의 개념을 강조한 목

가주의 정신이 반 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South Africa 107). 반면에『포

우』의 메타픽션의 측면에 을 두어 이를 바라보는 경우, 크루소가 언젠가 씨

앗을 뿌려질 땅을 해 돌 하나하나를 옮기는 행 를 창작의 행 에 한 상징으

로 단할 수도 있다(Gräbe 158). 

20) 원작의 크루소와『포우』의 크루소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하여, 포이 (Jean 

Poyner)는 『포우』에서 ‘크루소’(Cruso)가 원작의 ‘크루소’(Crusoe)와 달리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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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에서 원작의 크루소가 간직한 경제  욕망과 기록을 통한 

소유욕을 드러내는 인물은 오히려 수잔이다. 소설 속에서 수잔은 타인과

의 화(인간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를 갈구하고, 크루소에게 섬에서의 

생활을 기록할 것을 요구하며, 수확에 한 기  없이 밭을 일구는 크루

소와 라이데이의 비생산 인 노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 그녀

가 국으로 돌아와서는 라이데이와 크루소와 함께한 섬에서의 표류생

활을 작가 포우를 통해 재구성하여 책으로 팔아 부와 명 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은 드포우의 크루소가 보여줬던 물질과 지식을 소

유하고자 하는 서구  욕망과 일면 일맥상통하는 것이다.21) 쿳시가 자신

의 소설을 통해 드포우의 크루소의 제국주의  욕망(지  소유욕과 물질

 소유욕)을 비 할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설의 화자인 

수잔이 그러한 가치 과 욕망을 바탕으로 한 드포우의 크루소와 같은 행

동을 답습하고 있다는 은 수잔 역시 서구  욕망을 지닌 백인의 식민

 지배에 그녀 역시 공모되어 있음을 반 해주고 있다.22) 수잔의 이러한 

철자에서 마지막 'e'가 생략된 것을 통해 『포우』의 크루소가 18세기의 국인의 

특징을 상실하여 원작의 크루소와 다른 인물로 제시되고 있음이 짐작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 더불어 그는 원작의 크루소가 식민지 개척과 생존의 근거를 마련하기 

해 땅을 근면하게 개간했던 “경제 개인주의”(economic individualism)의 모습을 

반 하고 있다면, 『포우』의 크루소는 자신의 땅을 통해 생산 역의 확보에 더

욱 집착하는 인물이라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 하 다(91-2).

21) 스피박은 수잔의 이러한 경제  욕망에 하여 『록사나』에서 록사나(수잔)가 

자신의 경제  욕망을 충족시키기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의 

한 연장으로 보면서도, 『포우』의 수잔이 원작의 수잔과 근본 으로 다른 부분에 

해서는 약자, 즉 라이데이의 입장을 변하려는 온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을 설명하 다("Theory in the Margin" 9). 

22) 이와 같이 원작의 제국주의  요소를 비 하고자 하는 이 소설의 화자인 수잔이 

오히려 백인 문명사회의 고 인 경제 가치들을 내재하고 있는 설정은 남아 리

카에 거주하면서도 백인 문화와 그 문화에 담긴 가치들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쿳시 그 자신의 문화  입지에 한 성찰이 투 된 결과물로 볼 수도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잔의 식민주의 지배의 공모성은 쿳시가 스스로에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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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욕망을 통해서 쿳시의 창기 소설의 의식 인 백인 화자들이 공

통 으로 경험했던 식민주의 지배의 공모성에 한 깨달음이 『포우』에

서는 수잔을 통해 실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수잔의 경제  

욕망으로 인하여 그녀가 드포우의 크루소의 제국주의  욕망을 비 할만

한 안 인 인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 로 비경제인의 모습

을 보이는 쿳시의 크루소와 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원작의 크루소와 조 인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새로운 크루

소의 인물 설정과 수잔이 이러한 크루소와 립하는 장면들을 통해 쿳시

가 드포우의 크루소가 보여주는 ‘합리 이고 소유 추구 인 인간’을 직

으로 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원작이 이룩한 ‘크루소’라는 웅 신

화를 간 으로 깨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악할 수 있다.23) 

     한 수잔은 섬에서 크루소의 명령에 체로 그의 의사를 존 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의 포로가 아닌 단순히 표

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거처 밖을 나오지 말라는 크루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섬을 탐험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19-20), 이 

역시 원작의 크루소가 보이는 ‘모험  개인주의’의 모습에 연장선상에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듯 수잔은 크루소에게 극 인 행동으로 불복종

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식 으로 크루소에 해 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보존하려는 행동을 지속 으로 시도한다. 수잔의 이러한 모습들

을 통해 수잔이 18세기 유럽사회의 가부장  체제 속에서 주변인(margin)

지고 있던 식민지배 공모성에 한 자기의식 인 태도를 반 해 다.  

23) 수잔은 크루소를 두고 “황야를 활보하며 고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

은 뒤 더욱 강해져 돌아오는 웅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Might he not justly 

be deemed a hero who had braved the wilderness and slain the monster of 

solitude and returned fortified by his victory? 38)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고독을 

이겨내서 성취되는 승리와 이를 통해 얻은 내  강인함은 강한 생활력과 신앙심

으로 자연을 정복한 드포우의 크루소가 보여  웅 인 모습과 조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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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남성에게의 순종과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형성을 변하기 보다는, 비록 타자인 남성들(크루소와 작가 포우)에 

의해 주변  치를 강요받을지라도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지키려고 노

력하는 인물로서, 이른바 “상당히-비슷하지만-남성은-아닌”(not-quite-not 

-male, Spivak "Three Women" 244)24) 개인주의자25)로서의 여성의 형

을 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더욱이 수잔이 열병에 걸린 크루소가 발작

을 일으킬 때 그를 진정시키고 간호해주거나 상선 오버트(John H obart)

호에서 노쇠한 크루소가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왕국을 잃어

버린 그를 로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노쇠한 크루소가 수잔에게 의존하

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뿐만 아니라, 크루소의 고집 인 행동을 

받아들이는 수잔의 모성애  포용력을 반 해주기도 한다. 이 듯 당찬 

모험가로서의 모습은 크루소가 아닌 수잔에게서 발견되며, 따라서 수잔 

스스로 포우에게 자신을 크루소의 부인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찬 여

성 모험가로 생각하는지를 반문했던 것도 어쩌면  무리가 아니다

(45). 뿐만 아니라 수잔이 바이아에 머무르는 동안 바깥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 자신이 바이아의 포르투칼인들에게 ‘창녀’(whore)로 

여겨지는 것에 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의 여성

들을 ‘자유여성’(free women)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는 에서(115), 그

녀의 모험심과 자유에 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4) 스피박이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1985)에서 호

미 바바(Homi Bhabha)의 "Of Mimicry and Man: The Ambiguity of Colonial 

Discourse"(1984)에서 언 한 "not-quite-not-white"의 개념을 차용해 사용한 표

이다(244).

25) 제국의 의식을 지닌 수잔에게 섬은 크루소의 소유로 그의 왕국이다. 그녀는 크루

소와 라이데이에서 벗어나 그들이 모르는 바  틈새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을 

자신의 피난소(a private retreat), 즉 자기만의 공간으로 삼는다. 정작 크루소와 

라이데이에게서 드러나지 않았던 소유와 경계의 개념이 그녀에게 의식에서 드

러나고 있는 것이다(권명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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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  젠더의 구분을 월하여 자기 주체성

을 회복하기 한 그녀의 노력은 그녀의 필(代筆)작가 포우와의 권력 

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라이데이와 함께 국으로 돌아온 수잔

은 을 쓰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출 하

기 해 남성의 작가 포우에게 필을 청하게 된다. 여기서 을 쓰는 능

력은  다른 측면에서 권력의 상징이다. 

“...일생동안 제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이아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서 도 체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섬에서 온종일 구조되기만을 기다렸고, 여기서 

는 당신이 돌아기만을, 를 크루소와 라이데이로부터 자유롭게 

해  책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려요.”26)

‘...How much of my life consists in waiting! In Bahia I did little 

but wait, though what I was waiting for I sometimes did not 

know. On the island I waited all the time for rescue. Here I wait 

for you to appear, or for the book to be written that will set me 

free of Cruso and Friday.' (66)

수잔의 이야기를 신하여 을 써주는 능력을 가진 포우는 마치 크루소 

섬에 갇 있던 그녀를 구조했던 배처럼 무언가를 항상 원하고 기다리기

만 했던 수잔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섬에서의 생활을 그 로 하고자 하는 수잔의 의도와 달리 포우는 독자

의 흥미를 끌기 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하여 그녀가 바이아로 딸

을 찾으러 갔다가 겪게 되는 일화들을 상상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한

다(116-7). 사실을 그 로 함으로써 자신이 이야기의 주체자가 되고자 

26) 이하 『포우』의 번역은 조규형 역의 『포』(책세상, 2003)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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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를 갖고 있던 수잔은 포우의 이러한 권유를 거부하며, 이로 인

하여 의 진실성을 두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 두 사람 사이

의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진실과 역사를 재 하고자 하는 책임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수정과 삭제에 한 권한을 두고 벌어지는 하나의 

권력 투쟁이며, 이 과정에서 펜과 책을 통해 이야기의 주체가 되고 이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수잔의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 

“포우 선생님, 운명의 여신 뮤즈 이야기를 아세요? 뮤즈는 여신으로 

밤이면 시인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시심을 일으켜 주지요. 시인들이 

가장 망하는 순간에 뮤즈가 신성한 불꽃으로 어루어 만져주면 말

랐던 펜에서 잉크가  흐른다고 하더군요. 당신을 해 회고담을 

쓰면서 제 무디고 생기 없는 펜 아래 그 섬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때, 는 한밤의 여류 작가를 찾아와 그들의 펜에 잉크가 흐르게 할 

은 신, 남자 뮤즈가 있었으면 했지요. 하지만 알았어요. 뮤즈는 어

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는 제 이야기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태어나도록 하는 아버지가 되겠어요. 잉태

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는 것이지요.... ”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Muse, Mr Foe? The Muse is a 

woman, a goddess, who visit poets in the night and begets 

stories upon them. In the accounts they give afterwards, the 

poets say that she comes in the hour of their deepest despair 

and touches them with sacred fire, after which their pens, that 

have been dry, flow. When I wrote my memoir for you, and saw 

how like the island it was, under my pen, dull and vacant and 

without life, I wished that there were such a being as a 

man-Muse, a youthful god who visited authoresses in the night 

and made their pens flow. But now I know better. The Mu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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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goddess and begetter. I was intended not to be the mother 

of my story, but to beget it. It is not I who am the intended, 

but you....’ (126)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순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응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던 그녀는 기야 작가 포우에게 이야기의 감을 주는 ‘ 혼’의 

개념인 뮤즈(muse)의 여성성을 거부하고 포우에게 이야기의 씨앗을 제공

함으로써 포우에게 이야기를 잉태시키는 “이야기의 아버지”(father to my 

story 123)라는 ‘남성 ’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기까지에 이른다.27) 결국, 

그녀가 보여주는 이러한 월  젠더의 모습들은 남성이 곧 지배자, 여성

이 곧 남성의 피지배자 던 종래의 성 이데올로기를 완 히 복하는 것

이다. 

     『로빈슨 크루소』와 더불어 『포우』와 상호텍스트 계에 있는 

드포우의 『록사나』에서의 여자 주인공 수잔 역시 그 시 의 결혼과 성

의 차별이 주는 사회  불리함에 도 한 여자 다. 그러나 18세기 남성

심주의의 사회에서 남성의 도 과 여성의 도 은 사회 으로 다르게 받

아들여졌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보이는 크루소의 도 은 자연을 개척

하고 문명을 탄생시키는 인간의 신화로 남는 반면, 여성의 도 은 비난의 

상이 되었다(Head 63). 『포우』의 수잔 역시 『록사나』의 수잔과 마

27) 쿳시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화비평에 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서구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이 형이상학 인 ‘ 혼성’으로 변

되었던 것과 달리, 바흐친의 ‘카니발(Carnival)이론’에서 여성을 본질 으로 육체

인 것, 특히 신체의 하부와 련하여 이해하며, 이러한 여성의 육체성은 쇠태하고 

낡은 남성성을 괴하고 수태와 출산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이

명재, 오창은 317-9).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은 ‘여성성’에 한 기존의 지배 인 

이해를 복하고 있으며, 따라서 바흐친의 향을 받았던 쿳시 역시『포우』에서 

여성에게 생식의 기능, 신체  념을 부여하여 서구에서 통용되던 여성성과 남성

성에 한 지배  개념을 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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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경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생활력을 보이고, 남성 심

의 사회에서 이야기의 주체가 됨으로써 권력의 복을 극 으로 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록사나』의 수잔과 다른 이 있다면 이러한 그녀의 

도 이 윤리  비난을 래하거나 그로 인한 사회  비난을 감수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루소, 라이데이, 드포우와의 갈등에 한 고

백을 통해 그녀의 내면에 간직된 물질  욕망과 이를 실 시키기 해 

라이데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그녀 스스로 각성하게 된다는 이다. 가

령, 그녀는 라이데이를 보호하고 라이데이의 과거를 밝히기 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라이데이가 어느덧 동료나 노 도 아닌 그녀의 어두

운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만 사실을 깨닫고, 공허함을 느끼기

도 한다. 수잔의 이러한 노력에 수동 인 반응을 보이는 라이데이에 

해 보다 여유로운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포우이다. 

     포우는 수잔에게 가 잘려 말을 하지 못하는 라이데이에게 을 

가르칠 것을 권유하며, 라이데이가 포우의 원고에 낙서를 했을 때 이에 

놀라는 수잔과 달리 보다 그러운 시각을 갖고 라이데이의 이러한 행

동을 제지하지 않는다(149). 한 그녀의 보호가 아니더라도 런던에서  

다른 흑인들이 라이데이를 보호해  수 있으며, 라이데이가 다른 흑

인들과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을 수잔에

게 제시해 주기도 하며(128), 수잔이 라이데이가 자유를 되찾기 해 

자유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해 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조 으로 자유란 결국 자유롭고 싶은 욕망에 붙여진 이름일 뿐임을 알

려 주기도 한다(148-9). 

     이 듯 라이데이의 행동들을 제지하기 보다는 그만의 역을 인

정해주는 포우의 용 인 모습들은 라이데이의 주인이면서도 그의 기

이한 행동들을 제지하지 않았던 크루소의 행동과 유사함을 보인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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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소와 포우가 각각 자신의 섬이라는 역에서 왕권과도 같은 권력을 

고수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 권 를 이용해 ‘빛과 어둠이 연출하는 멋진 

변화가 없는’(117) 섬 이야기를 문학의 상업 인 성공을 해 보다 독자

의 흥미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에서 그 둘 모두가 수잔이 갖

지 못한 권력을 제 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들의 권력에 맞서는 수잔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

는 자유 의지와 주체성을 갖기를 원하고, 한 국에 돌아온 직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로 부와 명 를 가지려는 물질  욕망을 보임으로써 이들 

간의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  구분이 와해되어 버린다. 

     이분법  경계를 월한 그녀의 정체성의 이 같은 불분명함은 그녀

와 라이데이와의 계에서도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수잔과 라이데

이의 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라이데이 역시 크루소와 마찬가지

로 드포우의 라이데이와 상당히 다른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원작에서 라이데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오스러운 

갈색이나 토착민의 흑색이 아닌 기분 좋은 검은 올리 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코의 경우 보통의 흑인들처럼 납작하지 않고 입술도 잘생겨서 크루

소가 라이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인종  차이로 인한 오감을 느끼지 

않았다(RC 144).28) 뿐만 아니라 크루소와 함께 지낸 한두 달 만에 어

를 습득하고, 기독교를 거부감 없이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크루소

의 가르침 하에 거부감 없이 서유럽의 문명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

을 보 다. 그러나『포우』의 라이데이는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지고 훤

칠한 이마와 생생하고 날카로운 을 가졌던 드포우의 라이데이와 달

리 알몸에 헝클어진 고수머리와 작고 생기 없는 , 넓 한 코, 검지는 

않지만 진한 잿빛의 먼지를 덮어쓴 것 같은 메마른 피부를 가진 아 리

28) 다니엘 디포우의 원작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인용을 'RC'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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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흑인이었다.29) 수잔이 섬에 포류되어 인종  타자인 라이데이를 맨 

처음 조우했을 때 정작 그녀가 느 던 감정은 낯설음과 두려움이었다. 

    이러한 인종  이질성으로 인한 두려움과 더불어 수잔과 라이데이 

사이의 권력  계의 불분명성 역시 수잔의 정체성에 한 혼란감을 가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크루소의 왕국이었던 섬에서 수잔이 크

루소의 말에 순종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다는 에서 노  

라이데이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크루소의 죽음과 동시에 (비록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크루소에 이은 그의 새로운 여주인이라는 역할을 

이어받음으로써 라이데이와 새로운 수직 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수잔은 라이데이와의 계에서 단순히 종래의 억압 계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엄격한 계질서의 개념에서의 여주인이 아닌, 오히려 

라이데이를 부양하고 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보호자’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크루소가 

그랬던 것처럼 “ 라이데이를 그녀의 명령에 복종시키기 해 짧은 단어

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I use words only as the shortest way to 

subject him to my will 61)라고 고백하면서, 그녀 역시 라이데이를 복

종시켰던 그의 지배자 크루소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인하고 있으

29) 드포우의 라이데이가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그 로 받아들이지 않는 서구 

유럽 식민지주자들의 자기 문화 심주의 입장에서 본연의 흑인의 모습에서 왜곡

되어졌다면, 쿳시의 라이데이는 그 출신부터 크루소의 섬 근처의  다른 섬이 

아닌 '아 리카'라는 흑인 본연의 태생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모 한 유럽

인들에게 가장 이질 이지만 동시에 아 리카에서 가장 흔한 흑인들의 형 인 

신체  외형을 그 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외모의 낯설음은 그의 잘린 와 더

불어 수잔으로 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쿳시 스스로 『포우』의 라이데이가 유럽인들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카리 인이 아닌 아 리카인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Two Interviews" 463),『포

우』의 라이데이가 아 리카 태생인 은 비록 쿳시가 역사와 소설의 분리를 

추구하면서도 아 리카의 내부  인종차별 문제와 아 리카의 역사에서 결코 자

유로울 수 없는 쿳시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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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해 선택한 침묵이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 으로 강요받는 라이데이의 침묵과는 근본 으로 다른 것임을 깨

닫는다(122).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잔은 라이데이를 그의 고향

에 데려다 주기 해 아 리카로 향하는 배가 출발하는 리스틀로 함께 

여정을 떠나고, 그림을 통해 라이데이의 잘린 에 한 진실을 밝 내

려 시도하며, 피리를 부는 라이데이이의 행동에 동참하여 라이데이와 

음악을 통해 교감을 나 려 하는 것과 같은 각고의 노력을 보이지만, 

라이데이는 그녀의 이러한 노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에 수잔 역시 라이데이의 내면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며, 때때로 자신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지 않는 라이데이를 지켜보며 무력감에 휩싸이며 

라이데이로 인하여 자신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는 라이데이 앞에 서서 제 그림을 천천히 찢어 보았어

요. 긴 침묵이 흘 어요. 처음으로 삽자루를 쥐고 있는 라이데이

의 손가락이 얼마나 긴지 알았어요. “아 라이데이! 난 는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고 가난 한 그 지만, 우리는 충분히 평

등하지 않구나." 그는 답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는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라이

데이 , 바로 와 의 바보같은 이야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이야. 내가 늙어 

되돌아본다면 이것은 큰 시간 낭비, 허망하게 가버린 시간으로 생

각되겠지. 와 나, 우리는 왜 여기 뉴잉턴의 제정신인 이웃들 사

이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So, standing before Friday, I slowly tore up my pictures. A 

long silence fell. For the first time I noted how long Fr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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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s were, folded on the shaft of the spade. “Ah, Friday!" I 

said. “Shipwreck is a great leveller, and so is destitution, but 

we are not level enough yet." And then, though no reply came 

nor ever would, I went on, giving voice to all that lay in my 

heart, “I am wasting my life on you, Friday, on you and your 

foolish story. I mean no hurt, but it is true. When I am an old 

woman I will look back on this as a great waste of time, a 

time of being wasted by time. What are we doing here, you 

and I, among the sober burgesses of Newington, waiting for a 

man who will never come back?” (70)

결국 라이데이와의 계를 통해 그녀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혼란감

은 그의 지배자이면서도 지배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그와 수평 이길 원

하면서도 결코 수평 일 수 없었던 그녀의 애매모호한 권력 치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그녀의 애매모호한 권력 치는 곧  그녀가 라이데이에

게 은 아니면서도 동시에 친구도 될 수 없는 한계성을 변한다. 

     결국 수잔은 소설 속에서 그녀와 주변인과의 계에 있어서 이러한 

불분명한 양상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식민주

의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이분법  경계가 와해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

분법  경계에서 불분명한 수잔의 정체성은 그녀로 하여  주변 남성들

과의 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진실로 어떤 종류의 여자인

가?”(what kind of woman was I, in truth? 42) 혹은 “나는 구인

가?”(...who am I? 133)에 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정체

성에 한 혼란에 빠뜨린다.30) 라이데이와의 계에서 보여주는 이러

30) 일반 으로 남성 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 으로 주변화 되었던 18세기의 사

회  상황과 달리, 『포우』에서 수잔은 백인 남성인 크루소와 소설 속 수잔의 

필 작가이자 원작의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인 다니엘 드포우를 형상화한 인물

인 포우와의 권력 계에서 피지배 인 입장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크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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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잔의 불분명한 정체성은 스피박이 “문간”(threshold, "At the 

Thresholds" 129)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차별받는 흑인의 입장을 변하

고자 하면서도 완 히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백인 작가로서의 

그의 한계와 한 식민주의의 명사격인 아 르트헤이트를 비 하면서

도 그 체제 질서로부터 완 히 분리시킬 수도 없는 자기 자신에 한 비

 장치로도 이해될 수 있다.31) 

      결국 소설의 내 이터인 수잔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경계인으로서의 치는 다수의 흑인과 소수의 백인이 공존하는 사회

에서의 인종 문제를 언 하는 데 있어 백인 작가 쿳시가 느낄 수 밖에 

없는 인종 , 문화 , 지배 권력  측면에서의 경계인으로서의 자신의 

치에 한 자의식이 어느 정도 투 되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성 주인공으로서 수잔이 이른바 ‘남성 인 것’으로 간주되는 서양의 물

질주의, 이성 심주의, 제국주의의 사상에 항해야할 인물임에도 불구

하고, 스스로 그러한 사상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은 쿳시 역시 자가 자신을 흑인을 억압하는 백인의 지배 문화

에서 자신을 완 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공모의식과 더불어 흑인과 백인, 

포우를 이끄는 능동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장한다. 한 라이데이와의 계에 

있어서도 라이데이의 여주인으로 일컬어지지만 라이데이를 지배하지 못하는 

딜 마를 겪는데, 이러한 양상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  구분에 의해 정

의되기 어려운 계의 복잡성이 드러나며, 이는 곧 여성 화자 수잔의 정체성의 혼

란을 래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한 쿳시가 『포우』를 통해 시도하는 

권 와 권력의 해체의 상이 단순히 백인과 유색인, 남성과 여성 간에 발생하는 

일방의 권 를 넘어선다는  역시 주목된다.

31) 이러한 소설 속 화자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쿳시의 다른 작품에서도 비슷

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령 작인『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이 소설의 화자인 치

안 사(The Magistrate)는 피식민지인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죨 령(The Colonel 

Joll)를 비 하면서도, 결국 피식민지인들의 입장을 극 으로 옹호하지 못하는 

그 자신 역시 졸 령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불분명한 정체성에 

해 괴로워하는 것이 그 표 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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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  상학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을 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잔이 크루소와 포우와 맺는 계와 수잔이 

라이데이와 맺는 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잔은 크루소의 

섬에서 크루소의 권력을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복종하는 긴

장 계를 유지하면서도, 크루소와 함께 동침을 하거나 오바트호에 의해 

구조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크루소 부인”(Mrs Cruso 42)로 지

칭한다. 한 자신의 앞에 나타난(그러나 스스로 거짓이라고 믿는) 그

녀의 딸의 진짜 정체와 그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체성을 두

고 포우와 논쟁을 벌일 때 이 두 사람의 논쟁의 종결 이 된 것은 포우

가 수잔에게 한 입맛춤이었다(134). 결국 수잔은 포우와도 동침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갈등 계는 상호간의 조 인 계로 환되며(139), 이

를 계기로 수잔은 처음에 “악명높은 난 꾼”(one of those notorious 

libertines)이자 먹이를 기다리는 “끈기있는 거미”(the patient spider)라고 

일컬었던 포우에 하여 나 에는 그녀 스스로를 포우의 “정

부”(mistress) 혹은 “부인”(wife)으로 재인식하기에 이른다(152).32) 수잔이 

크루소와 포우와 맺는 각각의 계는 분명 여성과 남성의 계로의 발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계는 수잔이 스스로 의문을 

갖은 로 말(speech)을 넘어서는 계가 될 수 있었다(134). 

      그러나 라이데이와 수잔의 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계

로의 발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수잔은 둘이 사랑하기에는 무 

32) 소설 속에서 수잔의 남성과의 동침은 비단 크루소와 드포우 사이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바이아 항구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배의 선장의 정부이기

도 하 다. 남성과의 동침을 통한 생존 능력은 『록사나』가 자신의 경제  욕구

와 사회  신분 상승을 해 남성과의 성  계를 이용하 다는 에서 원작과

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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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지냈고 라이데이가 어느새 자신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

다고 말하고 있지만(115), 수잔은 라이데이의 단된 를 느낄 때마다 

공포감으로 마음을 문을 닫았으며(32), 길가에 버려진 갖난 여자 아기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라이데이의 입술을 보며 그가 사람의 고기

를 먹는 식인종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의 식인 습 에 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 다(106). 결국 그녀는 라이데이의 보호자는 될 수 있었어

도, 라이데이를 한 남성으로 인식하기에는 인종  혹은 신체  ‘다

름’(difference)이 가져오는 심리  장벽과 거부감은 매우 큰 것이었던 것

이다. 이를 통해 수잔에게 있어서 남녀의 성별 차이를 제로 한 갈등은 

육체  결합을 통하여 결국 화해로 매듭 될 수 있으나, 인종  차이에 있

어서는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  거부감이 큰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한 수잔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드포우의 태도를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식민주의자들이 라

이데이의 를 자른 것과 다름없음을 이야기 하면서도(150),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침묵과 자신을 방어할 능력

조차 갖지 못하는 라이데이의 침묵이  다른 종류의 것임을 인식하

고 있다(120).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드(Edward Said)가 제국주의 이거나 

식민주의 , 혹은 인종 인 의미에서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의 계

33) 농(Franz Fanon)은 그의 서 Black Skin, White Masks(1952)를 통해 백인들

이 흑인들에게 가지는 원  이질감과 백인의 문화에 속하거나 성장한 흑인들에

게 백인의 문화가 강요하는 인종  열등감(inferiority)와 부 합성(inadequacy)을 

정신분석학 으로 다룬 바 있었다. 특히 이 책의 5장인 "the Man of Color and 

the White Woman"을 통해 농은 유럽의 다문화 사회에서 유럽의 문화  소양을 

가지고 있는 흑인들조차 인종  차이로 인하여 심리  고립감을 느끼고, 한 백

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계에서 백인 여성들이 무의식 으로 흑인과 노

(Slavery)의 련성을 떨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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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황에서는 인종의 문제가 계 과 성의 문제보다 우선한다고 언 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The Politics of Modernism 196). 

     이분법을 해체하는 쿳시의 쓰기는 등장인물들의 뚜렷한 정형성이 

아닌 이들의 측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자들

은 등장인물의 특징에 해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34) 

그러나 이러한 이항 립의 해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 수잔의 

불분명한 권력 치와 라이데이에 한 진실을 밝힐 사명감을 가지면

서도 동시에 경제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수잔의 양면 인 태도가 쿳시

의 아 르트헤이트 시 에서 흑인 차별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는 백인 

작가로서의 자신의 불분명한 치를 반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결코 간

과할 수 없다.35) 자아와 타자의 계에 하여 분석한 라캉(Jacques 

34) 등장인물의 정형성을 괴하는 이러한 이분법의 해체를 통해 쿳시가 철학 으로 

해체주의 선구자인 데리다의 형이상학 해체주의에 향을 받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모든 개념들을 이항 립으로 나

어 한편에 진실․의미․ 심성을 놓고 다른 편에 립되는 허 ․무의미․주변성

을 두는데, 이러한 이항 립 구조에서 불평등한 억압과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Sarup 34). 따라서 쿳시와 같은 해체주의 입장의 탈식민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다

양성과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유럽․백인․남성 심의 역사 서술이 극복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간주하 다.

35) 차 남(Youngnam Cha)은 부스(Wayne Booth)의 The Rhetoric of Fiction(1983)

에서 밝힌 독자와 작가와의 계 이론을 차용하여 『포우』에서 드러나는 담화구

조를 분석하여 진짜 작가(the real author), 함축된 작가(the implied author), 소설 

속 화자(the narrator)의 상호 련성을 분석한 바 있는데, 함축된 작가의 경우 수

잔의 이야기의 진실성과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독자가 이에 한 심리  거리가 

결정되며, 특히 진짜 작가가 사라진 경우 텍스트는 함축된 작가와의 텍스트 인 

의사소통을 통해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네 부로 이루어진 

소설의 각 부에서 보이는 담화 구성의 형식  다양함과 세부 인 기록과 사실의 

반복  열거, 인물들의 애매모호함, 화자의 주변 인물에 한 추측과 혼란 사이에

서 독자와 함축된 작가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도 혹은 멀어질 수도 있다. 그

러나 소설의 작가의 자기반 성에 을 두어 이 소설을 살펴본다면, 소설 속 화

자와 함축된 작가와의 긴 성 뿐만 아니라, 함축된 작가와 진짜 작가의 긴 함까

지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 한 바 있다(18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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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an)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자아는 인간의 정서 , 사회  발달 

단계인 거울 단계의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이 단계에서 자아 혹은 ‘나’는 

내부의 타자성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 속 타자의 발견의 과정에서 

개인은 자기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이 자기인식과 자

기반 의 입장에서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애트웰이 언 하 듯이 쿳시가 여성 화자를 기용하는 것은 쿳시가 자

신의 남성  자아와는 다른 여성이라는 타자로서의 자아에 의식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Kossew Critical Essay 166 재인용). 이는 곧 쿳시가 탈식

민주의 인 비 에 앞서 백인 남성 작가로서의 스스로에 한 자기 인식

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탐구를 선행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설

명해 다.36) 결론 으로,『포우』에서 이분법  가치 의 해체로 인하여 

수잔이 경험하는 정체  혼란감이 어떻게 쿳시의 탈식민주의  입장을 

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포우』가 내포한 탈식민주의  비

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37)

36) 도비는 그녀의 서 The Novels of J. M. Coetzee: Lacanian Allegories(1988)

에서 이러한 라캉의 정신분석학 인 이론에 근거하여 쿳시가 사용하는 담화의 언

어와 소설의 주인공들의 사고에서 담긴 작가의 자기반 성에 하여 분석하 다. 

그러나 쿳시 스스로는 애트웰과의 인터뷰에서 『포우』의 수잔과 자기 자신의 동

일성에 해서 정 인 답을 유보한 바 있었다. 이와 련하여 애트웰은 쿳시

가 모든 역사 비평가들이 소설을 역사  담화의 부속물(supplements)로 만드는 

것에 한 반 의 표명을 했던 것처럼, 쿳시의 소설에 한 라캉의 정신분석학

인 분석만을 용하는 것은 쿳시의 소설을 라캉이론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릴 험

이 있다는 을 지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비의 연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 하 다(South Africa 2) 

37) 시 (Robert Siegle)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자기반 성(self-reflectivity)에 

해 자기반  담화가 개인이 아닌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조건에 오히려 주의

를 기울이게 만드는 순기능의 효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한 바 있다(The Politics of 

Reflexivity 3), 이러한 측면에서 쿳시의 작품이 가지는 자기반 성은 결국 소설의 

내용을 둘러싼 주변 문화  환경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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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이 라이데이에게 보이는 정체성의 혼란은 그녀가 라이데이

라는 나약한 존재에 한 휴머니스트 인 심을 보이고 책임감을 발휘

하면서도 그와 온 히 소통할 수 없고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

를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소통의 한계가 유발하는 라이데이의 

재 에 있어서의 진실성의 결여에 한 고뇌의 결과이다. 그녀는 라이

데이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겪은 일들을 밝힐 수 있도록 언어를 가

르치려고 시도하며, 라이데이를 그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아 라카로 

돌려보내기 하여 그와 함께 리스틀로 여정을 떠나기도 하 으며, 어

디를 가든지 라이데이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에 한 책임감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러한 노력들은 

라이데이가 진짜 원하는 바에 한 성찰 없이 일방 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 

     가령, 그녀가 라이데이에게 가르치는 언어는 그녀가 사용하는 백

인들의 언어이며, 흑인 노 들을 납치하고 노 로 락시킨 제국주의자들

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녀가 라이데이의 잘린 에 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라이데이의 침묵이 크루소의 섬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책을 출 하여 부와 명 를 얻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볼 때, 

라이데이에 한 진실을 밝히는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그녀와 물

질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수잔의 온정  

태도가 보이는 표면 인 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라이데이를 자신

이 속한 서구의 지배 담론에 일방 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는 에서 

그녀의 이러한 온정  행 들은 다른 식민주의자  행동들과 결코 다르

지 않다는 에서 이율배반 이다. 수잔과 같이 피식민자들에게 온정 인 

자세로 그들을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문화 으로 그리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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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원으로서 식민주의자들의 굴 를 완 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

고 있는 백인들을 두고 메미(Albert Memmi)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항하는 식민주의자, 즉 “거부하는 식민주의자” (colonizers who refuse 

45)로 명명한 바 있다. 

       따라서 수잔과 라이데이에게 보이는 온정  호의의 이러한 한

계성은 백인이 논하는 탈식민주의 담론이 갖고 있는 모순을 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를 소설의 자기반 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흑인들

의 피해와 고통을 백인 작가로서 과연 진실 되게 재 해낼 수 있는 가에 

하여 진지하게 성찰했던 쿳시가 작가로서 스스로의 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수잔과 같은 ‘거부하는 식민주의자들’이 갖는 모순에 한 인식

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인 화자의 정체성의 혼란과 피지배자에 한 재 의 한계

성에 한 인식은 비단 『포우』뿐만 아니라 쿳시의 여러 다른 작품 속 

백인 화자에게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쿳시 소설의 

자기성찰 인 특징의  다른 근거로 작용한다.38) 수잔과 같은 백인 화자

38) 가령, 앞서 언 한 바와 있었던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치안 사는 제국의 

변방에서 일어나는 피식민자들에 한 고문과 가학행 로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

는 장을 목격하고 제국주의 하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에 환멸

과 분노를 느끼지만, 정작 그가 이러한 잔인성과 폭력성에 응하여 할 수 있었

던 행동은 그러한 폭력  제국주의의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력

성의 수 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  체제의 근원이 한 

쪽의 폭력성이며, 자신 한 그러한 폭력성으로 일구어낸 지배체제에 속해 있다

는 인식은 결국 치안 사로 하여  피식민자들에 한 속죄의식을 가지게 만들

지만, 결국 그 자신도 폭력으로 이루어낸 지배체제의 해체를 극 으로 시도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면서 정체성에 한 분열을 경험한다. 한 『철의 시 』의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여자 주인공 커런(Elizabeth Curren) 역시 

이 타운의 백인 거주 지역에 사는 백인 지배계층으로서 자신의 집 마당에 침

입하여 거주하는 흑인 걸인 퍼쿨(Vercueil)을 비롯하여 그녀 주변의 흑인들이 겪

는 차별의 실상을 목도함으써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사회  정의

가 지배계층의 백인들에게 용될 뿐 피지배자들인 다수의 흑인들에게는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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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이는 정체성의 혼란은 결국 일방의 권력을 창출해냈던 남성과 여

성, 백인과 흑인,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의 정형이 해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 인 상이다. 

     쿳시의 작품 속 백인 화자들이 보이는 정체성의 혼란에 해 남아

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인 제도의 철폐를 한 문학  선 이 필요하

다고 다하는 문학 비평가들은 이들의 극 인 행동의 결여를 이유로 

이를 비 하기도 하 지만,39) 포스트구조주의의 해체주의를 옹호하는 비

평가들은 이들의 내부  갈등과 해체가 이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에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는 에서 높이 평가하 다. 그 로, 도비는 쿳시

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백인 주인공들의 내부  해체가 지배 이데올로기

의 사각지 를 노출 시키고, 백인 온정  식민주의자들의 지배이데올로기

에 한 공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에서 사회  상황과 역사  안

지 않는 윤리  모순을 깨달으며, 그녀가 살아온 삶이 결국 다 허구 음을 깨닫

는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다. 쿳시 작품 속 부분의 백인화자들은 자신들이 가

지고 있던 휴머니스트 인 신념이 결국 역사 , 사회 인 부조리에 의해 옳고 그

름을 구분하는 가치 이 복되는 혼란을 경험하며, 개인의 실존성이 토 하는 

역사 , 사회  믿음과 도덕  가치의 기 이 해체되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의심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39) 가령, 웨이드(Jean-Philippe Wade)는 쿳시의 이러한 작품 경향을 두고 공모 이

고 정치 으로 무력한 자유주의 미학의 공간에서 서구 식민담론의 끝없는 자기비

을 가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며,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역사  인식의 변화와 정체

 고뇌에 하여 무력한 자의식이라고 평가 하 하 다(216, 이석구 146 재인용).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룸바(Loomba)의 경우 분리되고 고뇌하는 주체에 하여 

주변화된 주체들이 보다 강력한 집단 인 목소리를 필요한 반면 이러한 주체의 

고뇌 인 성향들이 서구 문학에서 요구되어지는 한 흐름으로 바라보고 주체들이 

보이는 소극 인 성향을 비 한 바 있었다(248, 김성  117 재인용). 이 듯 쿳시

의 문학  경향을 자유주의 이라고 비 하는 비평가들은 이러한 주인공들이 보

이는 도덕  혼란은 결국 아 르트헤이트 정권의 부조리와 폭력성을 무 뜨리고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하게 우받고 그들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내는 데 직 이고도 실천 인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고뇌로 비 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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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반응 이고 진 이라고 주장하 다(Attwell The Cambridge 

History 594 재인용). 앳리지(Derek Attridge) 역시 쿳시의 소설에서 드러

나는 백인 화자들의 사고와 정체성에 있어서의 변모가 이를 조장하는 역

사 , 사회  통  신념과 가치 의 정당성에 한 심도 있는 의문을 

제시하며, 오히려 이러한 통  윤리의 정당성에 한 의문이야말로 더

욱 더 력이 큰 비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208). 

     그러나 지 까지 언 한 내용을 토 로 살펴볼 때, 수잔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애매모호한 사회  치, 피지배자를 옹호하는 식민주의자

들이 경험하는 공모성에 한 자각, 그리고 본 장에서 다루어진 우열과 

선악,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세 남성 주체들(즉 크루

소와 포우 그리고 라이데이)과의 수잔의 복잡한 권력 계라는 세 가

지 요인이 수잔의 내부  분열에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이분법 의 해체 측면에서 수잔의 정체성 혼란을 살펴볼 때, 쿳

시가 베감(Richard Begam)과의 인터뷰에서 백인들이 흑인들로부터 자신

들을 분리시키고 자신을 백인으로 여기는 한 흑인은 계속해서 흑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과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이분법  사고가 식민주의 

담화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언 한 사실은(Begam 425), 『포우』를 통해 

쿳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 다. 결국, 가부장

이고 제 이면서도 수잔에게 의지해야할 만큼 연약하고 경제  욕망을 

결여한 크루소, 수잔보다 훨씬 뛰어난 문학  권 를 이용하여 수잔에게 

출  세계의 세속을 따를 것을 권유하면서도 동시에 라이데이에 해

서는 수잔보다 더 탁월한 혜안을 가지고 있던 포우. 그리고 크루소와 수

잔에게 무기력한 순종을 보이면서도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라이데이, 

마지막으로 라이데이를 보호하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을 통해 경제  

욕망을 실 하고자 했던 수잔, 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결합과 



- 38 -

상충은 결국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  구분에 있어

서의 이분법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 

      결론 으로 쿳시가 지향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종 인 이유로 

분리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이분법의 해체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던 남성 우월의 통  가치 과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분리를 

제하는 식민주의  담화 그 자체의 해체인 것이다. 물론 흑인의 극 이

고 주체 인 행동을 지지했던 흑인 인권 운동가들에게는 수잔이 경험하

는 이러한 정체  혼란과 내부 분열의 모습이 즉각 인 사회 변화와 개

을 요구하는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에서 무력한 자유주의자

(liberalists)의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백인 여성화자인 

수잔의 정체성 혼란을 남아 리카의 역사  상황을 월한 맥락에서 바

라본다면, 그녀의 내부 분열이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차별을 가능하게 했

던 통  서구 철학과 가치  그 자체에 하여 깊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결국 쿳시는 『포우』를 통해 독자에게 이러한 

기존의 지배 체제, 그 자체의 당 성과 체제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던 철

학  근거 그 자체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그 당 성에 한 반성과 사유

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우』는 소설에 

역사성을 결부시키기를 거부했던 쿳시의 문학  의도 로40) 남아 리카공

화국의 역사  맥락에서 벗어나 이 소설을 바라볼 때 쿳시가 성 하게 주

변부를 설명하겠다는 유럽 심주의에서 비롯한 오만한(the Eurocentric 

arrogance,41) Spivak "Theory in the Margin" 3) 시도를 지양하고 동시에 

40) 쿳시는 "The Novel Today"를 통해서 소설이 계  투쟁(class conflict), 인종 투

쟁(race conflict), 성 투쟁(gender conflict)의 제한들과 더불어 역사와 역사  원

리들이 작용하는 립 계를 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3). 

41) 스피박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바보와 아이 그리고 원시 인 인간과 외국

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에 반박하여 이러한 주

장이 타자를 상정함으로써 자신을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래하는 진 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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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리카 인종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의 역사와 상의 근원에 

해서 심오하게 사유하는 작가라는 사실을 악할 수 있는 아이러니를 갖

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  

휴머니스트들의 오만함을 나타낸다고 비 하 다("Theory in the Marg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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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메 타 픽 션 에  담 겨 진  쿳 시 의  공 모 성 과  비 의 식

     

    1960년 에 들어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언어의 기표 기

능과, 문학의 재 (representation) 기능을 의심하는 사회, 문화  분 기

가 팽배해짐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은 언어의 기능에 해 회의

를 갖게 되고, 픽션은 더 이상 리얼리티를 제 로 반 하거나 진실을 그

로 말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인 메

타픽션은 소설 속 언어의 기표기능에 한 확실한 신뢰를 거부하고 반

로 언어와 의미와의 불일치를 근거로 소설 속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의 권

를 의심하고 상 화 시키는 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실주

의 소설에서는 언어와 의미의 갈등이 작가의 권  목소리에 의해서 해

결되었던 것과 달리 메타픽션은 하나의 픽션을 창작함과 동시에 그 픽션

의 창작과정에 해 진술함으로써 상의 텍스트화에 있어서의 문화 , 

사회  향과 동시에 이로 인한 리얼리티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언어와 

의미 사이의 갈등 해결의 불가능성을 과시하거나 오히려 이러한 해결의 

불가능성에 을 두어 장르로서의 소설 정체성을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메타픽션의 형식과 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포우』는 여성 

화자인 수잔으로 하여  그녀가 크루소의 섬에서 목격하고 찰한 것들

을 자신의 책으로 출한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 시키는 과정에서 을 통

한 역사 재 과 의미 부여에 해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는 에서 형

인 메타픽션의 장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코 (Steven Connor)가 

“『포우』의 주된 심사는 단순히 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러

한 사건들에 한 이야기에 한 분투를 다루는 데 있다”(main concern 

is not with the events which have taken place on the island, but with 

the struggles over the narrative of those events 93)고 말했던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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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우』는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서 보이는 크루소의 섬 생활 이

야기의 세부 사항을 다시 쓰기를 통해 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

기가 진 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 그 로 재 하는 문제와 

을 쓰는 행 에 담긴 의미에 한 수잔의 성찰에 더 많은 을 두고 

있다.42) 이러한 수잔의 성찰은 결국 픽션과 쓰기에 한 작가의 사유와 

쓰기 행 에 해 작가가 가지는 권 에 한 쿳시의 성찰을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쿳시의 쓰기에 한 성찰과 언어의 기표  

기능에 한 회의  의문은 비단 『포우』에서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

니며 지 까지 쿳시가 써왔던 소설들 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통된 논

의의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쿳시의 소설에 나타난 

지배 담론과 언어 기능에 한 회의를 주제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소설의 

화자가 직  을 쓰는 주체 행 자(a protagonist who is a writer)로서 

쓰기에 한 성찰을 직 으로 경험하고 이에 한 논의를 발 시키

고 있는 작품은 『포우』와 『슬로우 맨』(Slow Man, 2005)이 유일하다. 

특히 『포우』의 메타픽션 서사구조에 하여 우리키(Marek Pawlicki)

와 쉐르쿠버가 이미 으로 연구한 바 있었으며, 우리키의 경우 

42) 헛천에 따르면 텍스트의 자기반 성은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 하

나는 이야기 속에 재 되고 있는 사건들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술 행  

그 자체를 향한 것이다. 이는 모든 역사  서사를 특징짓는 이 성이기도 하다. 

이는 그 어떠한 재  형식도 ‘사실들’에 한 해석과 서술행 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해석과 서술이야말로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며 사실들은 (비록 그

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바로 해석과 서술 행  속에서,  해석과 서

술행 를 통해 창조되기 때문이다. 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xt's 

self-reflectivity points in two directions at one, toward the events being 

represented in the narrative and toward the act of narration itself. This is 

precisely the same doubleness that characterizes all historical narrative. Neither 

form of representation can't separate 'facts' from the acts of interpretation and 

narration that constitute them, for facts(though not events) are created in and 

by those act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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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우』의 주인공들에 한 연구를 통해 작가의 자기반 성(self- 

reflectivity)에 해 이미 논의한 바 있었다.43) 그러나 최신의 이 두 연구

를 포함한 『포우』의 메타픽션에 한 많은 연구들이 원작에 담겨진 제

국주의 의식과 언어 주의에 한 메타픽션의 비  기능 혹은 두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성에 하여 주로 다루고 있을 뿐, 수잔의 식민주의

의 지배담론의 공모성을 폭로하는 메타픽션 장르의 정치  기능과 쿳시

가 메타픽션의 이러한 기능을 의도 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해서는 구체 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메타픽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한 정치 ․비  기능에 한 헛

천의 주장은 『포우』의 메타픽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쿳시의 자기성찰

인 쓰기 성향과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쿳시의 소설 반에 자리 잡은 

작가의 지배체제에 한 공모의식과 비 의식을 악하는 데에 있어 

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웰베리(Davied E. Wellbery)는 포스트모던

의 미학  실험은 환원불가능한 정치  차원(irreducible political 

dimension)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지배에 한 비 (a critique of 

domain)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235, Hutcheon 

Postmodernism 4 재인용). 이에 해 헛천은 술가 역시 지배 담론에

서 벗어날 수 없는 공모성을 인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매모호함이야

말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달함과 동시에 도 하는 자

의식 인 방식라고 설명하 다.

 그러나 이것은 기이한 종류의 비 이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인정되

43) 우리키는 그의 서 Between Illusionism and Anti-Illusionism(2014)를 통하

여 쿳시 소설 반에 나타나는 자기반 성을 소설 별로 정리하여 분석하 으며, 

특히 『포우』와 『슬로우 맨』을 작가로서의 주인공이라는 공통 으로 묶어 이 

두 소설의 메타픽션으로서의 특징을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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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한다. 그것은 자신도 권력이나 지배와 히 ‘연 ’되어 있

으며 자신이 분석하고 흠집 내려는 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 이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애매성은 곧 포스트모

던 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변역되고 포스트모던 술은  이데올

로기를 달하는 동시에 그에 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언제

나 자의식 인 방식으로 진행된다.44) 

Yet, it must be admitted from the start that this is a strange 

kind of critique, one bound up, too, with its own complicity with 

power and domination, one that acknowledges that it cannot 

escape implication in that which it nevertheless still wants to 

analyze and maybe undermine. The ambiguities of this kind of 

position are translated into both the content and the form of 

postmodern art, which thus at once purveys and challenges 

ideology - but self-consciously. (Postmodernism 4)

인용문이 설명하는 술가의 지배담론과의 불가분성은 포스트모던 술

의 비정치성과 충성에  비 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포

스트모던 술의 비정치성에 해 헛천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의 가치 

기 과 역사를 복시키고자 하면서도 여 히 사회의 내부에 남아 사회

와 의사소통하기 해 과거를 재 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  재 이 아무리 패러디 이라고 하

더라도 결국 정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 다(12). 『포우』에서

는 이러한 패러디 문학의 실 반 성과 비 성이 여성화자 수잔의 기용

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 메타픽션 등장의 주요한 배경에는 술가들

의 진실과 역사의 재 에 한 회의가 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44) 해당 번역은 장성희 역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략』( 미학사, 1998)

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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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의 문제는 『포우』에서 수잔의 쓰기에 한 성찰에 있어서도 

요한 모티 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포우』에 원용된 메타픽

션이라는 장치를 통한 정치 , 역사  비  효과에 더불어 수잔의 쓰기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쿳시의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한 공모성에 

한 성찰과 비 의식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하는 데 있어서 메타픽션이라는 장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  효과에 해서 살펴보는데 있어서, 우선 

『포우』가 ‘다시 쓰기’ 형식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가상의 작(前作)

으로서 원작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들을 복하는 ‘ 항 서사’(counter 

-narrative)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우』가 원

작 『로빈슨 크루소』가 쓰이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원작에 

없던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기성작가 포우에게 신 을 쓰도록 부탁한

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라는 것이 쓰는 행 와 더불어 읽는 

행 를 포함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에서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간직한 권 와 신화를 해체한다.

    첫째, 수잔이 『로빈슨 크루소』의 원작자 포우에게 자신이 크루소의 

섬에 표류하게 되면서 겪은 섬 생활의 이야기와 자신이 찰한 크루소와 

라이데이에 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것을 부탁하 다는 설정은 

마치 이 일화가 드포우가 『로빈슨 크루소』를 집필하기 이 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 같은 개연성을 불러일으킨다. 한 이러한 설정은 

실제로 드포우가 독자의 흥미를 끌기 해 수잔이 원했던 바와  다

른 방식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실제로 집필했을 수 있다는 독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요소들을 결핍

한 무료한 섬에서의 생활의 이야기를 사실 그 로 독자에게 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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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의 의지와 독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수잔의 섬 생활에 한 

이야기를 재구성하려는 포우 사이의 갈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작 『로

빈슨 크루소』가 내포하는 인간의 자연 지배에 한 신화와 문명화의 당

성에 한 의문을 유발한다. 

    『포우』에서 설명하는 크루소의 섬 생활에 한 이야기는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서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되어 졌을 때 바다 속에 

잠긴 배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총과 화약을 건  올려 사냥을 하고, 농사

를 짓고, 염소를 기르는 등 자연을 개척하는 하는 진취 인 모습과 매우 

다르다. 한 『포우』의 라이데이 역시 식인종 무리에서 탈출하여 크

루소의 도움으로 목숨을 살리고, 목숨을 구해  크루소의 은혜에 보답하

듯 호의 으로 크루소에게 다가와 스스로 크루소의 노 가 될 것임을 자

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포우』는 원작의 크루소가 보이는 인간의 진

취성과 이성 인 행동들과  다른 크루소를 통해 자연에 순응하고 섬 

밖의 외부 환경에 해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의 본연 인 나약성

을 제시한다. 한 원작과  다른 섬 환경과 라이데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사실주의인 세 함과 찰을 통해 부각되었던 원작의 리

얼리티가 결국 비 실 인 우연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 하고, 뿐만 아니

라 원작의 크루소와 라이데이간의 지배 계에서 찰되는 라이데이

의 순종성 역시 비 실 이라는 을 폭로하고 있다. 

     즉, 『포우』는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통한 

구  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 해석, 평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모든 종

류의 정보를 비의도 으로 하는 “폭로 기능”(disclosure function, James 

Phelan Living 12)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러한 폭로 기능을 통

해 크루소의 자연 개척과 야만인의 문명화라는 원작의 주제에 내제된 비

실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로빈슨 크루소』의 사실주의와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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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 한 무한한 신뢰에 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로빈슨 크루

소』가 내포한 인간의 자연지배와 문명화에 한 신화를 해체하고 있다.

    둘째, 『포우』의 여성 화자인 수잔이 원작 『로빈슨 크루소』와 더

불어 『포우』와 상호텍스트 계에 있는 드포우의  다른 원작 『록사

나』의 여자 주인공이라는 과 수잔이 크루소의 섬에서의 표류 생활과 

련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역시 

원작 『로빈슨 크루소』가 간직한 신화를 해체하는  다른 메타픽션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터크(Tisha Turk)는 『포우』가 가지는 원작『로빈슨 크루소』와 

『록사나』 사이의 련성을 언 하며, 독자들이 『포우』에서 수잔을 통

해 제시하는 쓰기의 문제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포우』와 상호텍스

트 계에 있는 두 원작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의 불

일치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 한 바 있다(119-20). 수잔은 포우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찰하고, 목격한 섬 생활에 한 이야기를 그 로 재

해  것을 부탁한다. 그녀의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포우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독자가 흥미로움을 느낄만한 소재가 부재하다는 이유

로 원작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의 이야기처럼 크루소가 총과 목수

연장을 지니고 있다거나 섬에 식인종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야기를 변형할 것을 구상할 뿐만 아니라, 섬에 한 사실들을 제공했던 

여성 화자인 수잔의 존재를 이야기에서 배제시킬 것까지 고려한다(82-3). 

이 듯 이야기를 변형할 것을 고려하는 포우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은 실

제 작가 드포우가 결과 으로 수잔이 한 크루소의 섬에 한 사실을 

자신의 뜻 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수잔이라는 여성 화자를 자신의 새로

운 소설 『록사나』에 새롭게 투 시켜 남성과의 비윤리 인 계를 통

해 경제 인 이득을 취하고, 한 이를 해 자신의 딸의 존재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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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타락한 여성으로 락시켰을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터크는 이러한 상상에 기반을 두어 독자들이 ‘왜 크루

소가 바이아(Bahia)로까지 자신의 딸을 찾아 간 수잔 바튼을 자신의 딸

의 존재를 외면하고 매춘부라는 직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했던 록사나라

는 인물로 변형시켰는가’에 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의문의 답으로 터크는 수잔이 포우와 성 인 결합을 하는 과정

에서 자신을 뮤즈로 비유하며 이야기의 원천자로서의 자신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139) 한 남성 작가 포우가 느 을 심리  거부감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포우의 “어둠 속에서만 거래를 해

야 하는 늙은 매춘부”(An old whore who should ply her trade on in 

the dark 151)라는 언 과 수잔이 자기 자신을 포우의 아내로 여기고 있

다는 말에 포우가 “네 자신에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에, 내가 어

떤 을 낳을지 기다려 보라”(Before you declare yourself too freely, 

Susan, wait to see what fruit I bear 152)고 답한 부분을 통해 이미 

포우가 자신의 새로운 소설에서 수잔을 록사나와 같은 인물로 변형시킬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설명하 다(304). 이러한 근거들은 『포우』가 

『록사나』 사이의 상호텍스트 계를 통해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지

배  치에 있는 남성 작가의 횡포에 의해서 여성 화자 수잔의 존재성

이 어떻게 퇴락되어질 수 있는가에 하여 논의할 여지를 남긴다. 

    결론 으로 독자들은 『포우』를 읽는 동안 사이드가 언 한 ‘ 법

 읽기’(contrapuntal reading 51)를 자연스럽게 용하여(Turk 307 재인

용),45) 단순히『포우』, 『로빈슨 크루소』, 『록사나』라는 세 작품 간의 

45) 터크는 한 수잔이 여성 화자로서 소설 속의 다른 등장 인물들에 하여 보고

하고,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무의식 으로 모든 종류의 작가  독자(authorial 

audience)에게『포우』뿐만 아니라 상호텍스트 계의 원작 『로빈슨 크루소』와 

『록사나』를 재평가하기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임스 팰런(James Pel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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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 계를 유비 으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작

에 내포된 제국주의  그리고 남성 심의 담화 구조에 해 고찰할 기

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원작의 작으로 작용하는 『포우』의 이러한 원

작에 한 비  기능들은 텍스트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쿳시의 자기성찰  쓰기라는 주제 역과 직 인 연

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비  기능은 오히려 쿳시가 메타픽션이라는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르 특성상의 비  기능과 더욱 

한 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쿳시의 자기성찰  쓰기의 특성은 오히려 “배역을 수행하는 

인물들의 주제  탐색을 통해 소설의 허구성을 검토하는 과정”(the 

examination of fictionality, through the thematic exploration of 

characters 'playing roles' within fiction, Waugh 116)에서 보다 분명하

게 발견되고 있다. 워는 메타픽션에 보통 가짜 술인이나 혹은 배우, 작

가, 는 화가와 같은 문 술인이 등장하여 ‘자아’와 ‘역할’, ‘외양’과 ‘리

얼리티’ 사이에서의 혼돈을 경험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실존  자

유와 본성을 괴하는 계교가(計巧家)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 바 있

다(116). 『포우』에서는 수잔이 자아와 역할, 리얼리티에 혼란을 경험하

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실존성에 

해서 탐구하게 된다. 수잔이 경험하는 이러한 혼란은 결국 ‘역사와 

상의 재 의 가능성’에 한 자신의 굳건한 확신과 의문의 교차에서 비롯

하는데, 『포우』의 1부에서부터 3부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쿳시가 독자에

게 던지는 요한 화두 에 하나가 바로 이 재  가능성에 한 문제이

다. 따라서 메타픽션 속에서 드러나는 수잔의 쓰기의 과정은 결국 이러

한 재 의 문제에 한 쿳시의 탐색을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재  가능

언 한 ‘폭로  기능’(disclosure functions)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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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재 의 의미에 한 쿳시의 성찰을 탐색하기 해서 결국 1부에서

부터 3부에까지 이르는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수잔의 재 에 한 의식의 

변화와 포우와 수잔의 쓰기에 한 논의를 통해 드러나는 재 의 한계

성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논의에서는 이야기의 진행되는 서

사의 순서에 따라 이에 한 검토를 진행할 정이다.

    이를 해 『포우』의 서사 구조를 우선 살펴보자면, 『포우』는 워

가 메타픽션의 특성으로 규정한 형식상의 불확실성을 여실히 반 하고 

있다.46) 총 4부로 이루어진 『포우』는 각 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형식

으로 이 개되고 있는데, 1부에서는 수잔이 그녀의 섬에 표류하게 된 

경 와 크루소와 라이데이와 함께 한 섬 생활에 한 이야기가 필 

작가 포우에게 보내는 회고담의 형식으로 다루어지는 반면에, 2부에서는 

수잔이 포우에게 보내는 날짜가 힌 일기 형식의 편지 형태로 수잔과 

라이데이가 국으로 되돌아온 후 이들의 생활과 수잔의 여러 가지 성

찰이 개되고 있다. 3부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 에서 수잔이 포우의 방

에서 포우와 더불어 2부에서 수잔을 두고 자신의 엄마라고 주장했던 소

녀와 그녀의 유모를 조우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수잔의 혼란, 그리고 수잔

과 포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쓰기와 라이데이에 한 논의가 다루

어지고 있으며, 4부에서는 한편 새로운 지  화자의 등장과 함께 라

이데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실 이면서도 환상 인 장면의 

묘사를 통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서술 방식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서사는 쓰기에 한 성찰  논의를 개하기 

한 기승 결로서의 기능으로 작용한다. 

    독자들은 1부에서 수잔이 포우에게 들려주는 섬에서 표류하는 동안 

46) 워는 메타픽션 두 가지 특성으로 ‘자아반 성’(self-reflextivity)과 ‘형식상의 불확

실성’(formal uncertainty)을 언 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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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소와 라이데이에 해서 찰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한 이

야기들을 통해 무인도 섬에서 일어난 사실들(fact), 즉 실제로 있었던 섬 

생활의 역사(history)에 해 악할 수 있다. 더욱이 무인도의 생활에 

한 이야기를 일기의 형식으로 연 기  기록을 남겼던 원작의 크루소와 

달리 『포우』의 크루소는 기록 활동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

이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간 히 찾고자 한 것은 거기에 없었어요. 크루소는 일

기를 쓰지 않았어요. 종이와 잉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기를 쓰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었고, 만약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이미 잃어버렸음이 분명했지요. 

는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침  다리도 살폈지만 그가 유

배의 시간과 달의 주기를 셌다는 조각과 매듭을  발견할 수 없

었어요.

‘What I chiefly hoped to find was not there. Cruso kept no 

journal, perhaps because he lacked paper and ink, but more 

likely, I know because he lacked the inclination to keep one, or, 

if he ever possessed the inclination, had lost it. I searched the 

poles that supported the roof, and the legs of the bed, but found 

no carvings, not even notches to indicate that he counted the 

years of his banishment or the cycles of the moon. (16)

 는 열심히 말했지만 크루소는 감동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잊

히지 않아. 내가 잊어버린 것은 어떤 것도 기억할 가치가 없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는 외쳤어요.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

만 당신은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날이 갈수록 더 잊어버리고 있어

요! 잊어버리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고 늙고 죽는

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듯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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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먼 훗날 되돌아보면, 삶은 개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

죠. 모든 난 는 다 같은 난 가 되고 모든 난 인들는 다 같이 

햇볕에 그을리고, 외로우며, 사냥한 동물의 가죽에 둘러싸인 같은 

난 자가 되지요. 당신의 이야기를 오직 당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진

실, 난로 에서 바다 괴물과 인어를 이야기하는 늙은 뱃사람과 당

신을 구분해  진실은 지   요하지 않은 것 같은 수천 개의 

끼 거림에 있어요. ... 이러한 끼 거림이 언젠가는 한때 양의 한

가운데 섬이 있었는데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벽에서 갈매기가 날

아오르면서 크루소라는 남자가 원숭이 가죽 복장을 하고 이리 리 

오가며 지나는 배를 찾아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마디 한 마디 다 진실이라고 당신의 고국사람들을 설득하

게 될 테니까요.”

‘I spoke fervently, I believe, but Cruso was unmoved. “Nothing is 

forgotten,” said he; and then: “Nothing I have forgotten is worth 

the remembering.”

‘“You are mistaken” I cried. “I do not wish to dispute, but you 

have forgotten much, and with every day that passes you forget 

more! There is no shame forgetting: it is our nature to forget as 

it is our nature to grow old and pass away. But seen from too 

remote a vantage, life begins to lose its particularity. All 

shipwrecks become the same shipwreck, all castaways the same 

castaway, sunburnt, lonely, clad in the skins of the beasts he 

has slain. The truth that makes our story yours alone, that sets 

you apart from the old mariner by the fireside spinning yarns of 

see-monsters and mermaids, resides in a thousand touches which 

today may seen of no importance, ... Touches like these will one 

day persuade your countrymen that it is all true, every word, 

there was indeed once an island in the middle of the ocean 

where the wind bew and the culls cried from the cliffs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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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named Cruso paced about in his apeskin clothes, scanning 

the holizon for a sail.” (17-8)

인용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잔이 오히려 기록을 통한 역사의 재

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잔의 기록에 한 집착은 원작의 

크루소의 기록 활동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

건들이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

의 이야기를 오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진실을 남기고자 하는 수잔의 

기록에 한 욕망은 과거의 사건 즉 역사가 기록을 통해 구체성과 특별

함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록은 사건 혹은 실존하는 상에 실체

(substance)를 부여하기 한 필수요건이라는 사고방식을 제한다. 기록

의 사실성과 객 성은 사실주의 문학에서 강조되는 요소로서, 수잔의 기

록에 한 집착은 결국 수잔이 사실주의 문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 하

고 있는 인물임을 뜻한다.47) 이는 18세기의 제국주의와 합리주의의 서양 

문화에서 양산된 기록의 기능과 기록을 통한 기록자의 권 에 한 문화

 신뢰가 수잔에게 그 로 유(傳諭)되고 있음을 보여 다. 『엘리자베

스 코스텔로』(Elizabeth Costello, 2004)에서 엘리자베스의 아들 존 버나

드(John Barnard)의 리얼리즘에 한 상념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주의 문

학 양식에 한 쿳시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섬에서의 표류 

생활을 구체 인 기록으로 남겨 사실주의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는

47) 구체 인 사실의 연 기  기록을 통한 사실성은 진실의 개념과도 히 련

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연 기  기록을 활용한 기문(biography)이나 자서

(autobiography)은 소설과 달리 ‘참고 문헌 인 텍스트’(referential text)로서 텍스

트 외부에 한 검증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을 두며, ‘있을법

함’(verisimilitude)이 아니라 ‘진실(truth)의 유사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Lejeune 

22, Haeming 174재인용). 원작 『로빈슨 크루소』가 일기 형식의 연 기  기록

을 통해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받고 구체성을 확장했던 바와 같이 연 기  기

록의 사용은 이야기의 신뢰성(authenticity)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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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한 작품인 『포우』에서 주요화자인 수잔이 

크루소처럼 기록 활동에 바탕을 두는 사실주의의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잔이 결코 쿳시가 생각하는 이상화된 작가로서의 형

을 반 하는 인물이 아님을 시사해 다. 48)

  리얼리즘은 념과 편안한 계 던 이 결코 없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리얼리즘은 념들이 자율 인 존재가 아니라 오

직 사물들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제에 기 하고 있으니 말

이다. 그래서 리얼리즘은 어떤 념에 해서 논할 필요가 있을 때

는 부득이하게 인물들로 하여  상반되는 념들을 얘기하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게 함으로써 념들을 구 하는 상황을 꾸

며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구 의 문제가 요해진다. 그러한 

논의에서 념은 자유롭게 떠다니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묶여서, 세상에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의 개인 인 심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49)

  Realism has never been comfortable with ideas. It could not be 

otherwise: realism is premised on the idea that ideas have no 

autonomous existence, can exist only in things. So when it needs 

to debate ideas...realism is driven to invent situation―walks in 

the countryside, conversations―in which characters give voice to 

contending ideas and thereby in a certain sense embody them. 

The notion of embodying turns out to be pivotal. In such debates 

48) 헛천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의 한 특성으로 패러디를 꼽고 있으면서도, 포스

트모더니즘 그 자체가 역설 으로 문화(고 문화 문화 모두)를 복시킬 때

조차도 그것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러한 이 성이 복 , 혹은 해체  충

동만이 작동될 경우에 따르는 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다고 설명하 다. 

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Post modernism paradoxically manages to legitimize 

culture(high and mass) even as it subverts it. It is this doubleness that 

avoids the danger Jameson(1986:52) sees in the subverting or deconstructing 

impulse operating alone(15).  

49) 해당 번역은 왕은철 역의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들녘, 2005)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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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do not and indeed cannot float free: they are tied to the 

speakers by whom they are enounced, and generated from the 

matrix of individual interests out of which the speakers act in 

the world. (Elizabeth Costello 9)

버나드가 설명하는 리얼리즘의 한계, 즉 념은 결국 사물을 통해서만 존

재할 수 있으며 말하는 화자의 주 성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은 수잔

이 간직한 기록에 한 욕망의 한계성과 더불어 라이데이의 잘려진  

머에 숨겨진 진실, 즉 라이데이의 역사를 재 하고자 하는 수잔의 사

명감과 노력의 한계성을 변한다. 

     특히 수잔이 라이데이의 과거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근본 으

로 책의 출 을 통해 그녀가 가진 물질  욕망을 실 하기 해 시작되

었다는 에서 원작의 크루소의 경제  합리주의를 양산했던 제국주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곧 라이데이를 노 로 삼고 그를 제국

주의의 이데올로기 하에 일방 으로 문명화하고자 한 원작의 크루소와 

라이데이의 보호자이기를 자처했던 수잔의 공모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모성은 헛천이 언 한 바 로 기성의 문화를 복시키는 

순간에도 기성 문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기능할 수 있겠지만(15), 동

시에 이는 그녀가 포스트모던 미학의 비  기능에 해 옹호한 로 비

자가 자신이 비 하고자 하는 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

는 비 이다(4). 즉 메타픽션이 비  거리를 취하는 상은 지배 이데

올로기와 동시에 지배 이데올로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술자 

자신이 되는 것이다. 1부에서 수잔의 에 한 욕망을 통해 드러나는 

『로빈슨 크루소』를 모태(母胎)한 제국주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수잔의 

유와 공모성을 바탕으로 2부에서는 수잔이 라이데이의 역사를 재 하

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통해 수잔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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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무의식을 지배한 지배이데올로기와 재 과 쓰기에 한 기존의 

신뢰가 복된다.

     한 1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수잔과 오버트호의 선장 스미

스가 나 는 화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잔의 진실의 재

에 한 의지와 기성 출 문화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 “ 로 써서 출 사에 보내야 할 이야기네요.” 그가 격려했어요. 

“제가 알기엔 우리나라에 여자 표류자는 아직 없었어요. 큰 반향을 

일으킬 거 요.” 는 슬  듯 고개를 가로 으며 답했죠. “제가 

말 드렸듯이, 제 이야기는 시간을 때우기에 당할 만큼의 재미는 

있지요. 는 술에 해 잘 모르지만 이야기는 인쇄되어버리면 그 

매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술 인 재능이 없는 

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데 제가 바로 그런 경우겠지요.” “단지 뱃사

람인 로서는 술  재능에 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그

지만 아마도 출 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듬어  사람을 고용해 

이곳 곳 잘 다듬을 수도 있어요.” “ 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기 말하자 선장은 웃었어요. “그것은 제가 보증할 수 없군

요. 출 사는 책을 팔 뿐이지, 진실을 팔진 않지요.” “ 는 제 이야

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을 뿐, 에 해서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

요.” 는 고집을 피웠어요. “만약 작가로서 제가 제 이야기의 진실

성을 선언하고 나설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고국

의 편안한 침 에 워 꿈을 꾼 것이나 다름없죠.”

... “It is a story you should set down in writing and offer to the 

bookseller,” he urged - “There has never before, to my 

knowledge, been a female castaway of our nation50). It will cause 

50) 스미스 선장의 여자 표류자의 부재에 한 이야기는 당시의 모험 소설에서 여성 

주체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모험을 주로 남성의 것으로 유시킨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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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stir.” I shook my head sadly, “As I relate it to you, my 

story passes the time well enough,” I replied; “but what little I 

know of book-writing tells me its charm will quite vanish when 

it is sen down baldly in print. A liveliness is lost in the wring 

down which mus be supplied by art, and I have no art." “As to 

art I cannot pronounce, being only a sailor," said Captain Smith; 

“but you may depend on it, the booksellers will hire a man to 

set your story to rights, and put in a dish of colour too, here 

and there." “I will not have any lied told," said I. The captain 

smiled. “There I cannot vouch for them," he said: “their traid is 

in books, not in truth." (40)

이 부분은 한 수잔이 포우에게 필을 부탁하게 되는 결정 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1부는 『포우』가 메타픽션으로서 쓰기에 한 

성찰을 발 시키기 한 단계로서 재 해야 할 크루소의 섬에 한 역

사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을 왜곡 없이 그 로 달하겠다는 재

에 한 수잔의 강한 의지를 통해 기성의 쓰기의 문화를 변하는 포

우와 수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마찰을 고하고 있다.    

     2부에서는 수잔이 라이데이와 함께 국에 돌아온 후, 빚에 쫓겨 

자신의 생활 근거지 던 스토크 뉴잉턴에서 사라진 포우에게 수잔이 자

신이 알고 있는 섬 생활에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 하는 것에 하여 

결국에는 수취되지 않는 편지들을 쓰는 설정으로 진행되고 있다.51) 이러

한 수취되지 않는 편지의 형식은 일방 인 화만 가능한 일기나 고백처

의 남성 심주의를 아이러니컬하게 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51) 2부의 수취되지 않는 편지는 수잔이 포우가 자신의 편지를 읽을 거라는 기 의 

여부에 따라  형태상의 변화를 보인다. 포우가 자신의 편지를 읽을 거라는 기 로 

작성한 반부의 편지에는 일기처럼 날짜가 기입된 반면, 수잔에게 자신이 딸이라

고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난 이후의 수잔의 편지에는 더 이상 날짜가 기입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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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자신의 의식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2부에서 수잔이 

크루소에 해 갖는 의구심은 결국 1부에서 자신이 회고한 섬 생활에 

해서 독자들이 가질만한 의문 들을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반문하도록 

하고 있다.  

크루소는 난 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는 섬 

북쪽 벽 바다 깊숙이에, 아직도 있다고 확신해요. 폭풍이 정에 

달했을 때 크루소는 어린 라이데이와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배 밖

으로 몸을 던졌을 것이고, 커다란 도가 그들 둘만을 뭍으로 던져 

놓아 목숨을 건진 것이죠.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어느 가 

도 속에서 화약을 물에 젖지 않게 할 수 있지요? 왜 그 사람이 

간신히 목숨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총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Cruso never showed me where the wreck lay, but it is my 

conviction that it lay, and lies still, in the deep water below the 

cliffs in the north of the island. At the height of the storm 

Cruso leapt overboard with the youthful Friday at his side, and 

other shipmates too, it may be; but they two alone were saved, 

by a great wave that caught them up and bore them ashore. 

Now I ask: Who can keep power dry in the belly of a wave? 

Furthermore: Why should a man endeavour to save a musket 

when he barely hopes to save his own life?... (53-4)

이러한 반문들은 독자들로 하여  원작의 크루소가 보 던 구체 인 기

록이 보여주는 사실성이 실제로는 비 실 인 설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을 깨닫게 만들며, 동시에 독자가 『포우』에서 보이는 크루소와 라이

데이의 섬 생활에 한 회고록을 읽는 동안 느낄만한 이야기의 비 실성



- 58 -

이나 모순을 작가 한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2부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 로 재 하겠다는 수잔의 의지와 소

설은 독자들이 좋아할만한 흥미로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포우의 입

장 간의 긴장 속에서 소설을 통한 실의 재 에 한 수잔의 고찰이 다

루어진다. 이러한 거듭되는 성찰과 자기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수잔은 1부

에서 보이는 사실  기록과 역사의 재 에 한 확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재 의 가능성과 실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깨닫고 재 에 한 회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쓰기에 한 성찰의 발단은 국에서 수

잔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섬 생활에 한 진실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사

람이라고 느끼지만 자신이 이야기를 제 로 하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

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비 을 잘 지키는 것으로 명성이 높

은 포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 제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는 도착한 사람, 목격한 사람, 떠

나길 바라는 사람으로만 존재했어요. 실체가 없는 존재, 크루소의 굳건

한 몸 에 있는 유령으로. 그것이 모든 이야기들의 운명인가요? 그

지만  역시 크루소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 어요. 는 먹고 마셨

고, 깨어나고 잠들고, 갈망했지요. 섬은 크루소 것이지만, (하지만 무슨 

권리로? 섬에 한 법으로? 이런 법이 있나요?)  역시 거기에 살았

고, 는 섬을 한 바퀴 돌아 날개를 신 다음 끝없는 양으로 계속 

날아가는 철새나 가마우지, 신천옹(信天翁)이 아니었지요. 포 선생님, 제

가 잃어버린 실체를 에게 되돌려주세요. 이것이 제 간청이에요. 비록 

제 이야기가 진실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진실의 실체를 하지는 않았

어요. ( 는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지 않은 척할 필요는 없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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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reflect on my story I seem to exist only as the one who 

came, the one who witnessed, the one who longed to be gone: a 

being without substance, a ghost beside the true body of Cruso. Is 

that the fate of all storytellers? Yet I was as much a body as 

Cruso. I ate and drank, I worked and slept, I longed. The island was 

Cruso's (yet by what right? by the law of islands? is there such a 

law?), but I lived there too, I was no bird of passage, no gannet or 

albatross, to circle the island once and dip a wing and then fly on 

over the boundless ocean. Return to me the substance I have lost, 

Mr. Foe: that is my entreaty. For though my story gives the truth, 

it does not give the substance of the truth (I see that clearly, we 

need not pretend it is otherwise).... (51)

애스맨(Aleida Assmann)은 인용된 수잔의 언 이 이야기의 진정성

(authenticity)이 결국 ‘만질 수 있는 상’(touchable object), ‘본질 인 

상’(objects of substances), ‘신체의 육탈’(excarnations)을 통해서 획득되

고 증명될 수 있다는 수잔의 신념을 반 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133-55, 

Haeming 176 재인용). 이에 해 해 은 수잔이 이야기를 통해 실체를 

구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말(words)은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인

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분명히 크루소가 지냈던 섬에 표류한 경

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에서 그녀의 표류를 증명할 지표  증거

(indexical sign)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비록 진실이라고 하

더라도 결국 그 진실의 실체성을 결여하고 하고 있음을 토로한다(176). 

이에 수잔은 자신이 이야기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달자

로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섬 생활의 목격자 혹은 찰자일 뿐이고 

따라서 자신은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야기

의 달자로서 자신이 갖지 못한 자신의 주체성을 포우가 필하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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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52) 그러나 여기서 ‘타인의 언

어 그리고 타인이 구성하는 이야기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발생하며, 이러한 의문에 한 성찰은 라이데이와 수잔으

로 변되는 ‘이야기의 상’과 수잔과 포우로 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발 되고 있다.53) 

    그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수잔 역시 단조롭고 무

미건조한 섬 생활에 한 자신의 이야기에서 해져야할 핵심을 만들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 의문을 가질만한 것에 

한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잔은 이러한 의문에 

한 답을 마련하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충분하지 않음을 느

끼며, 따라서 그녀는 이야기의 핵심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

로한다. ‘왜 크루소에게 있어서 밭을 가는 일이 그 게 요했는가?’, ‘

라이데이는 어떻게 를 잃게 되었는가?’, ‘어떻게 크루소와 라이데이는 

주종 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왜 크루소와 라이데이는 자신들의 섬

에 표류한 여성에게 성  욕망을 가지지 않았는가?’, ‘ 라이데이는 왜 바

다로 나가 바다 수면 에 꽃을 뿌렸는가?’ 수잔의 성찰 과정에서 유발되

52) 언어를 실존주의의 상학  념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한 논의에서 페터 V. 

지마(Peter V. Zima)는 그의 서 『소설과 이데올로기』(Roman und Ideologie, 

1986)에서 개인과 주체를 다른 개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개

인 그 자체는 생물학 ․ 물리학  실재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지니지 않는다. 주

체성은 언어 ․ 비언어  기호의 층 에서만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의미론  기

반을 갖는 통사 ․ 서사  과정들로 이루어져 이러 러한 연 을 만들어내는 담

화-언어-를 통해 개인은 비로소 커뮤니 이션의 주체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232).

53) 수잔이 포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권한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잔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분류되는 근거는 수잔이 경험한 

섬 생활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재 하는 포우의 과제에 있어서 수잔이 그 이야기

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을 쓰는 작업에 있어서 수잔이 포우에게 이야기의 

권한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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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의문들을 통해 수잔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에 핵심(the heart 

of story)이 부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수잔은 자신의 표류 이야

기의 핵심을 마련하기 해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구성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크루소의 섬 이야기의 핵심을 달하기 해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 해야 하는 수잔의 의무와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

기 해 수잔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포우의 노력 사이에는 개인의 역사

를 재구성하기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한 두 사람 모

두 각자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에피소드를 으로 

다루거나 혹은 간과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그

러나 수잔이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구성하기 해 보이는 노력과 포우

가 수잔의 과거를 재구성하기 해 취하는 방법은 과거를 근하는 방식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잔이 생각하는 역사의 재구성은 사실을 그 로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 잘린 라이데이의 침묵 속에서 라이데이의 과거를 밝

내기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라이데이의 역사를 왜곡 없이 그 로 

재 해내기 해 수잔이 요하게 여긴 것은 라이데이와의 의사소통이

었다. 이에 수잔은 라이데이를 침묵 속에서 구해야할 윤리  책임을 느

끼며, 라이데이를 언어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한 첫 작업으로 라이

데이에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시키고 한 라이데이를 한 그

녀의 노력을 라이데이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결국 그녀 스스

로 자신이 라이데이를 상 로 행하는 이러한 교육의 의도에 해서 의

구심을 갖게 된다.

는 라이데이를 어둠과 침묵에서 구해내기 교육시킨다고  자

신에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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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ell myself I talk to Friday to educate him out of darkness and 

silence. But is that the truth?... (60)

말을 통해 라이데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실을 인식한 수잔은 

그림을 통해 라이데이의 역사, 특히 가 잘린 과거의 이야기를 밝 내

고자 한다. 그러나 노  상인이 라이데이의 를 자르는 모습을 표 한 

수잔의 그림이 자신이 의도한 로 라이데이에게 그 의미가 제 로 

달되었는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다. 사라진 포우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

후 수잔은 라이데이와 함께 루트를 연주함으로 그와 의사소통을 

신한 정서  교감을 나  수 있기를 기 하 지만 라이데이가 그녀의 

가락을 무시한 일방 인 연주를 함으로써 수잔은 음악을 통한 교감에 

한 기 를 버려야 했다. 라이데이를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는 아 리카

로 돌려보내기 하여 리스톨에 가는 여정에서 비에 젖은 수잔은 체온

을 유지하기 하여 포우의 집에서 라이데이가 했던 것처럼 빙 빙  

몸을 돌리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환각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

해 라이데이가 빙 빙  돌던 행동이 결국 뉴잉턴, 국,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깨닫는다(103-4). 

     반면 포우가 시도하는 이야기의 재 은 그 목 에서부터 수잔의 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수잔이 사실 그 로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하기 

해 자신의 을 출 하려 하 다면, 포우는 독자가 흥미로움을 느낄만한 

상업 인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데 의 목 을 두고 있다. 독자들이 생명

을 부지하기 한 빵이 아닌 훨씬 맛있는 과자와 같은 을 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포우에게 단조롭고 반복 인 일상의 섬 생활에 한 이

야기는 매일 먹는 빵과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포우는 수잔이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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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종에 해서 심을 보이고, 크루소가 총과 목수 연장을 가지고 있었

으며, 더 고, 강렬한 감정을 가진 인물이기를 바란다(120). 흥미로운 이

야기를 창작하기 해 그가 사실을 있는 그 로를 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로 사실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려 한다. 작가의 이러한 

창조 능력은 『포우』에서 수잔이 쓰기를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비유했듯이 완벽하게 짜인 느낌을 주기 해 특정한 것을 선택하

고, 조직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능력이다.54) 실의 사건에 완벽하게 짜인 

느낌이 부재하는 수잔의 표류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핵심을 창조하기 

해 포우가 선택한 방법은 수잔이 크루소가 지냈던 섬에 표류한 사실에 

이야기의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에 표류하기 이  바이아로 딸을 

찾아 나섰던 수잔의 삶의 여정을 새롭게 주목하는 것이었다. 

      한편, 2부에서는 한 자신이 수잔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낯선 소녀

가 수잔을 방문한다. 그 소녀의 이름 역시 수잔 바튼이며 그녀의 아버지

가 양조장을 했다는 사실과 에이미라는 여자 하인의 존재에 한 이야기

를 수잔에게 들려주지만, 그 소녀가 알고 있는 과거 사실은 수잔이 살아

온 삶의 역사와  다른 것이었다(73-7).55) 3부에서 수잔이 그 소녀와 

54) 잉 랜드(Frank England)는 그의 논문 'Foes: Plato, Derrida, and Coetzee: 

Reading J. M. Coetzee's Foe'에서 『포우』에서 언 되는 작가(writer)와 화가

(painting)의 작업에 한 비교가 라톤(Plato)의 Phaedruss(BC 370년경)에서 이

미 언 된 사실을 지 하며(55), 이를 통해 쿳시가 언어와 의 계에 한 고찰

의 과정에서 라톤과 라톤의 Phaedru에 해 다시 쓰기를 한 데리다의 La 

dissémination(1972)에 향 받았음을 주장하 다. 

55) 자신이 수잔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소녀가 주장하는 내용들, 즉 그녀가 뎁폴드

(Deptfold)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 조지 루이스(George Lewes)가 양조업을 

했으며, 그가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고 가족을 포기하여 그의 가족이 경제  궁핍 

상태를 겪게 되었다는 것과 그녀의 어머니가 에이미(Amy)라는 여자 하인을 데리

고 있었으며 소녀 자신이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아 여기 기 헤맸다는 이야기는 

드포우가 쓴 『록사나』에서 수잔 바튼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살아간 록사나의 삶

에 한 이야기로, 이는『포우』와 『록사나』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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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하인 에이미를 캔징턴 로의 포우의 집에서 다시 조우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자신이 수잔의 딸이라고 주장하던 소녀와 여자 하

인 에이미는 포우가 수잔의 삶을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추어 

재탄생시키기 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129-33). 이러한 사실을 이미 짐

작하고 있는 수잔은 숲속에서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소녀에게 그 소

녀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존재임을 알

려 다. 

  “ 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 에게는 엄마가 없단다. 네가 느

끼는 고통은 결핍의 고통이지, 상실의 고통이 아니야. 나를 통해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네가 애 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야.”

‘“You are father-born, You have no mother. The pain you feel 

is the pain of lack, not the pain of loss. What you hope to 

regain in my person you have in truth never had.” (91)

소녀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수잔

의 언 은 즉 소녀가 결국 포우가 자신이 원하는 로 바이아의 딸과 자

신의 재회에 한 이야기를 쓰기 해 창조한 인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하는 수잔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화하

고자 하는 포우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잔은 섬에 표류되기 이

의 자신의 삶이 이야기를 통해 재 되기를 거부한다. 표류 이 에 그녀가 

살았던 삶과 바이아에서의 생활은 이야기로 재 되기에는 무나 구체

이고 실존 인 삶이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재 되어야 할 상을 선택

니라, 『포우』가 오직 『로빈슨 크루소』뿐만 아니라 동시에 『록사나』에 한 

‘ 항 서사’(counter-narrative)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urk 298-9). 



- 65 -

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를 갖기를 원하고, 그녀의 의도에 반하는 포우

의 시도, 즉 그녀가 섬에 표류되기 이 의 삶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는 것은 그녀의 이야기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 로 간주된다(121-3).  

     수잔이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 하고자 하는 시도와 포우가 수잔

의 섬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

를 구성하는 방식과 더불어 재  상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수잔이 재 하고자 하는 상은 가 단되어 침묵하는 타자

이다. 라이데이는 실존하고 있으면서도 수잔과 포우에게 자신의 존재에 

한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떠한 구두 혹은 문서상의 기호 체제를 

제공하지 못한다(England 54). 따라서 라이데이는 자신의 무기력한 침

묵으로 인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실체가 완 히 왜곡될 여지를 남긴다. 

반면에 포우가 재 하고자 하는 상으로 수잔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

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존재이다. 수잔 역시 라이데이의 침묵과 자

신 침묵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녀는 

포우에게 라이데이는 스스로를 해 항변할 수 없는 무능력한 침묵임

에 반하여 자신의 침묵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침묵임을 구분한다.

당신은 나의 침묵과 라이데이와 같은 존재의 침묵을 구별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라이데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로 매일매일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에 

방어할 힘이  없지요. 제가 그를 식인종이라고 하면 그는 식인

종이 되지요. 제가 그를 세탁부라고 하면 그는 세탁부가 되는 거지

요.... 그러므로 라데이의 침묵은 어 할 수 없는 침묵이죠. 그는 

침묵의 자식이고, 태어나지 않은 자식, 태어날 수 없는데도 태어나

기만 기다리는 자식이에요. 하지만 바이아와 다른 일에 해 제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에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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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지요.... 

‘Your err most telling in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my 

silences and the silences of a being such as Friday. Friday has 

no command of works and therefore no defence against being 

re-shaped day by day in conformity with the desires of others. I 

say he is a cannibal and he becomes a cannibal; I say he is a 

laundryman and he becomes a laundryman.... Therefore the 

silence of Friday is a helpless silence. He is the child of his 

silence, a child unborn, a child waiting to be born that cannot be 

born. Whereas the silence I keep regarding Bahia and other 

matters is chosen and purposeful: it is my own silence.... (121-2)

         

     자신의 침묵과 라이데이의 침묵의 차이에 한 수잔의 이러한 깨

달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은 수잔 역시 포우와 마찬가지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라이데이에 해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와 가치를 

투 하는 방식의 재구성을 계속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수잔은 라이데

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윤리  의무감을 느끼면서도 라이데이와 함께 지

내는 동안 끊임없이 그의 잘린 에 한 오감을 지우지 못하고, 그가 

에 식인종이 다는 크루소의 이야기를 염두하며 라이데이의 식인

습성의 잔재에 한 두려움을 느낀다. 한 라이데이를 교육시킬 필요

성과 언어를 가르칠 필요성에 해 일방 인 결정을 내리며, 그녀가 속한 

문명과 언어의 세계에 라이데이를 입시키기 해 노력한다. 라이데

이를 국이라는 낯선 도시가 아니라 그의 동족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되돌리기 하여 아 리카를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아 리카의 지리와 문화에 한 무지 역시 그녀가 타문화 집단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을 반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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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잔의 이러한 

일방성은 결국 수잔의 과거를 재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을 창

조하기 해 그녀의 과거를 자신의 마음 로 재구성하는 포우의 일방성 

만큼이나 재 의 상에게 있어 폭력 이다. 비록 3부에서 수잔과 포우가 

라이데이에게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을 가르치기

로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의 근간에 라이데이

의 과거에 한 사실 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 라

이데이가 여 히 그들의 목 을 성취하기 한 도구 인 존재로 작용하

고 있다는 에서 그 결정은 한계성을 갖는다.56) 

     한 수잔과 포우가 신체 인 결합을 통해 서로를 상호이해 인 

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우가 여 히 그녀의 친딸의 존재 여부에 

해서 궁 해 하고, 수잔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을 쓸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 포우가 수잔이 원하는 이 아니라, 자신

이 원래 구상한 로 수잔의 잃어버린 딸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을 

쓸 가능성 역시 여 히 남게 된다(152). 이 듯 수잔과 포우는 이야기의 

권한자로서 자신이 재 하고자 하는 타자의 재구성에 일방 인 지배 권

를 발휘한다는 에서 상호 유사성을 보인다. 수잔은 자신과 라이데

이 사이의 인종  계질서에 따른 지배 계에서 일방 으로 지배 권력

을 발휘하고 있으며, 포우 역시 수잔을 상 로 성  계질서를 바탕으로 

56) 비록 수잔이 라이데이의 침묵을 두고 ‘무기력한 침묵’(helpless silence)라고 언

하 지만, 라이데이의 침묵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비평 역시 존재한다. 잉

랜드(Frank England)는 라이데이가 가 잘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라이데이에 한 말이나 을 통한 타자의 재 은 성취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재 의 불가능성은 말이나 의 해석을 통한 그의 존재(his point)의 이 화

(doubling)의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는 결과를 래한고 설명하 다(54). 라이

데이의 침묵에 한 다양한 해석은 본론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므로, 본 논의

에서는 이 침묵의 알 고리에 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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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계에서 자신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 은 이러한 

재 에 있어서의 일방의 권력 발휘는 무엇보다도 모든 세계에서 발견되

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이야기를 통해 재 될 

상 사이의 지배체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요소라는 이다.

     그러나 쿳시가 타자의 재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서술자의 이

러한 일방 인 권력 발휘 때문에 재 의 행  자체에 회의 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포우』에서 드러나는 수잔의 쓰기

에 한 성찰을 통해 쿳시가 을 쓰는 과정에서 재 될만한 실의 사

건을 올바르게 선별할 수 있는 작가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용서하세요. 당신이 바로 앞에 있다면 제가 

이야기의 기법에 해 강의하지는 않을 거 요.) 실의 사건에서 

완벽하게 짜인 느낌을  만한 것을 결정해서 그 숨은 의미를 끄

집어내서 밧 을 땋듯 함께 엮어 내야 해요. 

  끄집어내고 엮는 것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 (마치 굴이 진주를 품듯)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 가려내는 것을 보면 이런 기술을 언이라 불러도 부당하지 않

음을 알 수 있지요....

...The storyteller, by contrast (forgive me, I would not lecture 

you on story telling if you were here in the flesh!), must divine 

which episodes of his history hold promise of fullness, and tease 

from the their hidden meanings, braiding these together as one 

braids a rope.

  ‘Teasing and braiding can, like any craft, be learned. But as 

to determining which episodes hold promise (as oyster hold 

pearls), it is not without justice that this art is called div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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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라톤이 쓰기를 하나의 ‘신비스러운 힘’(an occult power)을 발휘하는 

것으로 비유했던 바와 같이 소설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필연 으

로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선별하고, 그 속의 내포된 이질성의 시스템을 결

국 하나로 엮어 텍스트로 완성시키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Derrida 

La Dissémination 191, England 55 재인용). 그러나 아 르트헤이트와 같

은 격동의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을 써야하는 쿳시에게 있어서 

을 쓰기 해 재 해야 할 상을 선별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수잔이 말하는 작가의 언  능력으로 단순하게 칭송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이 로 쓰일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단하

는 과정에서 을 쓰는 사람의 주 성인 단과 해석이 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은 특히 역사  사실을 다루는 작가들에게 하나의 딜

마로 작용되어질 수도 있다. 결국 재 의 상은 을 쓰는 사람의 주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재 의 한계성이 바로 수잔과 

포우의 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쿳시는 더 나아가 작가에 의해 이 게 선택된 사실 조차도 실질

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한계성으로 인해 재 의 과정에서 재  

상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 한다. 『포우』에서 수잔이 라이

데이를 자유롭게 해주기 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라이데이에게는 

그녀가 언 하는 ‘자유’(freedom)라는 단어가 무수한 소음 가운데 하나일 

뿐일 수 있다고 지 한 부분(100-1)과 라이데이와 함께 리스톨로 향

하는 여정에서 어떠한 노인이 수잔과 라이데이를 두고 ‘집시’(gipsy)라

고 일방 으로 규정해버리는 일화(108-9)를 통해 언어의 기표 기능과 그 

기능 용이 결코 보편 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England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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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담화 능력에 동 의 양면처럼 수반하는 이러한 재 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는 쿳시는 4부에서 지  담화자로서 새로운 목소리의 등장

시켜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4부의 담화 주체는 언어가 

사라진 공간에서 라이데이의 목소리를 직  듣기를 시도하는데,57) 라

이데이를 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담화 

주체의 모습은 언어를 통해 라이데이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는 결

론을 도출시킨다. 결국 수잔, 포우, 지  화자와 같은 소설 속 모든 담

화 주체들이 언어를 통해 수잔이 표류했던 섬에 한 이야기와 라이데

이의 개인 인 역사를 제 로 재 하지 못하며, 언어로 재 되지 않는 

라이데이는 언어의 재  상으로서가 아닌 그 실체로서만 존재할 뿐이

다. 

     그러나 소설가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설가의 의지의 여

부와 상 없이 재 의 과정은 수반되며, 재 의 과정에서 소설가의 주

성과 언어의 기표기능의 한계성으로 인해 재 의 상은 어떠한 방식으

로든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소설가로서 이러한 재 의 딜 마를 인지하

고 있는 쿳시는 비록 수잔과 포우가 에 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재 의 과정에서 사실 왜곡

에 공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왜곡에 소설가가 공모될 가능성에 한 우려를 고백하고 있

다. 재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에 한 쿳시의 이러한 경계심은 쓰기

의 행  속에 흡수되는 진  메타픽션의 자기 지시성(self-referentiality)

에 하여 부정 인 입장을 밝혔던 쿳시의 문학 작품이58) 언어와 텍스트

57) 4부에 함축된 의미에 한 고찰은 본문 3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정이다.

58) 이에 한 쿳시 자신의 언 은 다음과 같다: “My other observation is about 

self-referentiality―the absorption, in radical metafiction of reference into the 

act of writing, so that all one is left with on the page is a tra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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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기 함몰할 험성에서 벗어나고 언어의 유희에 몰두하는 일부 포스

트모더니즘 경향과 근본 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애트웰이 쿳시의 메타픽션을 두고 ‘반 성’(reflexity)과 ‘역사성’을 

결합한 “상황  메타픽션”(situational metafiction)이라고 평가한 바 있듯

이(South Africa 3), 수잔이라는 여성 화자를 기용한 『포우』의 메타픽션

은 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18세기 국 정  속에 담긴 제국주의와 남

성 심주의의 인식을 반증하는 문학  효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쓰

기의 과정에서 작가들이 함몰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한 재 의 

한계성에 한 작가의 성찰을 반 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기반 이면서

도 동시에 역설 으로 역사 인 사건이나 인물에 해 재조명하게 만드는 

메타픽션에 하여 해서 헛천은 ‘역사기록 인 메타픽션(historiographic 

metafiction)’이라고 지칭한 바 있었다(Postmodernism 5). 메타픽션의 역

사 련성은 쿳시가 단순히 이분법의 와해와 타자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해체주의를 지향할 뿐 남아 리카 공화국의 차별의 실상을 재 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한 작가라는 진  탈식민주의자들에 의한 비 과는 

달리, 재 의 과정에 있어서 재  상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신

함을 가진 작가로 단 가능하게 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분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비  의식은 비  주체가 체제와 상

의 유지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부  비 과 이를 통해 비

 상이 되는 체제와 상의 모순을 폭로하는 외부  비 이라는 두 

방향성을 지니고 있듯이, 포우의 비 의식 역시 두 가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내부 으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가 재  상을 해석하는 

process of writing itself. This is obviously another capability of writing. But 

its attractions soon pall: if we are talking about narrative pleasure (and I'm 

not so ascetic as to wish to dismiss narrative pleasure), writing-about-writing 

hasn't much to offer”(Doubling the Poin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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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해석자의 주 에 향을 받고 있으며 한 이를 표 하는 과정

에 향을 미치는 언어의 기표기능의 한계성으로 인해 결국 텍스트를 통

한 재 의 과정에서 재  상이 왜곡되어 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왜곡의 책임에서 소설가로서 본인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비

한다. 반면에 외부 으로는 메타픽션 형식의 패러디를 통해 독자들이 

텍스트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를 여지를 마련하고, 한 독

자들로 하여  자가 토로하는 이러한 재 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원작

이 내포하는 이념과 가치들을 다시 비 으로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는 

이 바로 그러하다. 결론 으로, 『포우』에 담겨진 이러한 두 방향의 

비 성은 코수가 언 한 로 쿳시의 작품들이 항상 ‘텍스트와 독자 간에 

메타텍스트 인 계를 성립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자의식

(authorship) 그 자체와 그 자신의 자의식에 해 언 함으로써 경계

(borders)와 한계 (threshold)의 문제에 참여하고 있음’(Kossew Border 

61)을 반 하는 쿳시의 쓰기에 한 성찰의 결과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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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침 묵 의  알 고 리 를  통 한  탈 식 민 주 의  사 유

     문학 으로 알 고리와 상징의 개념 사용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데, 알 고리와 상징의 구분을 해 알 고리의 사  정의를 우선 살펴

보자면, 알 고리는 “문학이나 조형 술에서 추상 인 개념을 이미지를 

통해 감각 이고 지 으로 악할 수 있게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Bürger 55, 임석원 12 재인용). 가다머(Hans-Georg Gadamer)에 따르면 

알 고리는 본래 언어, 즉 로고스에 속하고, 따라서 수사학 이거나 해석

학 인 어법이다. 알 고리는 한 본래 의미하는 것 신에 다른 것, 좀 

더 악하기 쉬운 것을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을 통해 원

래 의미하는 것이 잘 이해되도록 돕는다. 이와 달리 상징은 감각에 포착

되는 그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로고스의 역에 제

한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상징은 언어의 역이 아니다. 가다머는 상

징과 알 고리의 어원  연원과 용 범 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이함으

로 양자의 우월을 단하기 어렵고, ‘그 자신과 의미된 것과 일치하는 정

’을 이루는 상징과 달리 알 고리는 ‘ 상이 의미된 것에 해 의식

인 거리’를 두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징과 알 고리가 서로 

비 계의 개념임을 설명하 다(Gadamer 68-70, 임석원 12 재인용). 결

국 상징이 ‘기호와 의미의 내  일치’에 근거하고 있다면, 알 고리는 이

러한 일치가 부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59) 

      알 고리는 역사 으로 습을 복하기 보다는 습을 강화하는 

59) 20세기 반까지 알 고리와 상징의 구분에 있어 상징만이 어떤 정신 인 것의 

유일하게 합법 인 비유  표 으로 간주되고, 반면에 알 고리는 추상 인 것을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치부되면서(Holz 74, 김 옥 25 재

인용), 문학사에서 알 고리의 개념이 상징에 비해 상 으로 평가 하 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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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60) 18세기에 들어서 언어와 상의 불일치

성에 한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알 고리가 내포하고 있

는 해석의 다 성이 부각되기 시작하 다. 한 몇몇 낭만주의 시인들은 

신화  알 고리를 시에 이용하여 정신  차원의 쇄신을 구하는 서사 

도구로 알 고리를 이용하기도 하 으나 이들 작가들에게 있어서 알 고

리가 사회 체제의 명을 한 정치  서사로 이용되었던 것은 결코 아

니었다(Zamora 2).61)

     그러나  문학에 이르러 남아 리카, 남아메리카, 동유럽권과 같

은 국가들에서 사회체제의 변화나 복을 한 극 인 정치  서사 도

구로서 알 고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지 않다.62) 20세기에 들어서 발견

되는 이러한 알 고리의 한 기능 환의 배경에는 벤야민과 가다머

의 통  념에서 벗어난 알 고리의 새로운 기능에 한 연구가 있었

60) 알 고리는 서사의 역사에서 일반 으로 고 의 신화나 세의 신학  에피소드

를 통해 종교․문화 으로 강조되었던 도덕  윤리와 체계들을 강화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가령, 세 서구사회에서 알 고리는 책처럼 세상의 만물 그 자체가 

근본 인 하나의 기호로 작용하고 만물의 본질의 불변한다는 신학  차원의 믿음

에 그 근거를 두어 작용하 으며, 반면 르네상스 시 에 알 고리는 당시의 사회

가 요시 여겼던 도덕 ․윤리  시스템에 부응하는 정교한 서사로서 이용되었

다. 한  왕정 시기 던 엘리자베스 시 에서는 알 고리의 상상  힘이 군

주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군주제를 강화하기 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 다

(Zamora 1-2). 

61) 18세기에 알 산더 포 (Alexander Pope), 존 드라이덴(John Dryden), 그리고 조

나단 스 트(Jonadan Swift)와 같은 작가들은 알 고리 해석의 다 성과 애매

모호함을 이용하여 알 고리의 사용의 통  습을 유지하면서 당시 정치와 사

회를 비 으로 풍자하는 을 쓰기 시작하 고, 이러한 경향은 리엄 이크

(William Blake), 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thwords), 그리고 바이런 경(Lord 

Byron)과 같은 낭만주의 시인이 신화  알 고리를 이용하여 정신  쇄신을 요구

하는 시를 쓰는 것으로 이어졌다(Zamora 1-2).    

62) 자모라(Lois Parkinson Zamora)는 그 표 인 작가들로  란츠 카 카(Franz 

Kafka), 디노 부자티(Dino Buzzati), 알랑 바통(Alan Baton), 이사벨 아 데(Isabel 

Allende),  쿤데라(Milan Kundera) 등을 들었으며, 쿳시 역시 이 부류에 속하

는 표 인 작가들  한명으로 꼽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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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벤야민은 알 고리를 이념 표 을 한 한 표  방식으로 보

고63) 알 고리의 변증법  성격에 주목하 다. 벤야민에 따르면 알 고

리는 ‘인간의 언어가 사물의 본질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알 고리 작가는 알 고리를 

통해 언어를 통해 표 되는 본질뿐만 아니라 표 되지 않는 감춰진 층

의 본질 역시 주목받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해 알 고리 작

가는 일상 인 것 속에서 쉽게 악되지 않는 본질을 간 하고, 표 되지 

않는 숨겨진 층 를 밝 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배  의미질서 속에서 

숨겨지거나 배제된 것을 인지될 수 있는 역사의 표면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임석민 44-61). 

     즉 벤야민에게 있어 알 고리는 지배  의미질서의 강요 아래 가려

져 있는 사물들이 새로운 의미연 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변증법  사유의 장이자64) 이들의 계를 하게 묘사하기 한 언어 

달의 체계이다.65) 벤야민이 설명하고 있는 알 고리의 이러한 기능은 

63) 벤야민은 인간의 언어와 이념간의 상 계에 주목하여 언어를 정신 인 내용을 

달하는 표 의 수단으로 보고, 이념이 ‘ 달’이 아닌 언어  ‘서술’에 토 를 두

고 있음을 설명하 다. 벤야민의 사유에서는 언어는 ‘낙원 상태의 순수 언어’와 

‘인류의 원죄 이후 타락한 언어’로 나 어진다. 인간의 원죄 이후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악하여 명칭을 통해 그 본질을 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정

신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언어가 단순히 기호로 락하여 상의 본질을 제

로 달하지 못하고 인간과 세상의 단 이 시작되었다고 주장된다. 벤야민에 의하

면 알 고리는 사물의 잃어버린 유일무이한 이름 신에 사물에 의미부여를 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임석원44-8).  

64) 벤야민은 인간의 언어가 모든 사물의 본질을 표 할 수 없으며 언어의 달 방

식에 따라 언어로 표 되는 본질과 표 되지 않는 본질 사이의 긴장 사이에 상

의 본질이 순간 으로 드러나는데, 알 고리야 말로 긴장상태에 있는 사물의 본질

을 진실을 드러내는 변증법  역할에 가장 법한 서술 양식임을 주장하 다.

65) 임석원에 따르면 벤야민은 문자나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끊임없는 불일치’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과 련하여 알 고리는 하나의 의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알 고리에는 



- 76 -

알 고리 작가와 알 고리를 하는 독자 모두에게 표 된 본질과 그 이

면의 본질이라는 본질의 다층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해 언어로 표 된 

상의 다의 인 해석을 한 풍부한 상상력과 동시에 깊은 철학  사유

를 요구한다. 한 이러한 알 고리의 변증법  기능의 선포는 알 고리

가 단순히 문학  수사 형식이 아닌 철학 ․역사 인 사고체계와 연

을 가지고 있음을 반 한다. 

     특히 쿳시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알 고리를 연구한 자모라는 

시 에 자주 이용되는 알 고리의 체제 복 인 기능이 쿳시의 소설에 

여실히 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 으며, 한 쿳시의 소설에서 체

제 복을 한 알 고리로 헤겔의 ‘지배’(Lordship)와 ‘ 속’(Bondage)간

의 변증법이 발견되고 있음을 설명하 다. 헤겔의 지배- 속 이론은 지

배자는 속자의 존재를 통해 지배를 유지하고, 속자 역시 지배자의 의

존성을 통해 존재하는 방식의 상호간의 의존 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배자가 속자에 한 의존이 강화될수록, 속자가 

자신에 한 지배자의 의존성을 의식하게 되고, 지배자의 이러한 의존성

작가에 의해 어떤 사물이 다른 것이 되고 이것이 다시 숨겨진 지식을 가리키는 

표상이 되는 과정에서 의미와 기호 사이의 다층 이고 잠정 인 연 계가 반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알 고리  표 은 무정형의 편조각들로 이루어진 “문자 

이미지”(Shriftbild 351)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를 통해 벤야민은 기존의 이념을 

표 하는데 상징만을 주로 이용했던 고 주의 사고방식과 달리 이념과 알 고리

가 둘 다 하나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립이 지배하는 변증법  

운동 속에서 완 히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긴 한 계를 가진다

고 보았다 한 알 고리의 ‘다르게 말하기’라는 어원 인 에서 볼 때, 알 고

리는 동일성의 체계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타자가 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알 고리  방식은 역시 기존의 것과 립되는 극단

인 형상들을 해석의 틀 안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이념의 드러

냄과 상통한다. 한 알 고리  의도는 체 구조속에 배열된 것들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시키지 않는데, 이러한 에서 알 고리 작가는 이러한 긴장 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사실의 축 만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겨 ’보편  역사‘를 

옹호하는 자들과 구별된다(임석원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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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속자가 지배자를 역지배하는 힘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역지배를 통해 지배자와 속자 간에 힘의 복이 발생할 수 

있다(Hegel The Phenomenology of Mind 228-40). 자모라는 한 쿳시의 

기 네 편의 소설인 『황혼의 땅』(Duskland, 1974), 『나라의 심장에

서』, 『야만인을 기다리며』, 『마이클 K의 삶과 시 』에서 이러한 지

배자와 속자간의 의존성과 힘의 복에 한 알 고리가 공통 으로 

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들 소설에서 이 알 고리가 드러나는 방식에 

해서 연구한 바 있다. 

      쿳시의 네 편의 기 소설에서 이러한 알 고리가 용될 수 있었

던 이유는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남아 리카공화국의 정치  상황에서 

백인과 흑인사이에 ‘지배- 속’의 립  지배 계가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배- 속의 립항 사이의 의존과 힘의 복이라는 변증법  

계에 한 연구가 남아 리카공화국의 백인 심의 지배 체제의 불안정

성과 문제 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

와 속의 변증법  계는 이 두 념 사이의 이분법이 속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복에 의해 언제든지 개념이 해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탈구조주의의 해체주의 념을 작품 곳곳에 반

하고 있는 쿳시의 철학  신념과도 일면 상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아 르트헤이트의 공식 인 종료 시 인 1994년 이 까지 

남아 리카공화국 내에서 아 르트헤이트의 흑인 차별의 실상이 지속되

고, 그 이후에도 아 르트헤이트의 정치 ․사회  후유증으로 인하여 백

인과 흑인의 윤리  화해와 공존이 어려웠다는 에서 이러한 이항 립

의 변증법  알 고리는 1980년  후반의 사회  시 에서 탄생한 『포

우』에도 용될만한 여지가 여 히 존재한다. 실제로 『포우』에서 크루

소와 라이데이 사이에 원작의 크루소와 라이데이가 보여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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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계와는 다른 념의 상 으로 완화된 지배- 속이 여 히 존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는 크루소의 죽음 이후에도 라이데이의 새로

운 여주인이 되는 수잔과의 계에서도 그 로 지속된다. 쿳시는 사실 

『황혼의 땅』, 『야만인을 기다리며』, 『마이클 K의 삶과 시 』와 같

은 이 의 소설에서도 이러한 지배- 속의 립 항에서 사이에는 피지배

자들의 항과 고통에 한 백인 지배자 주인공들의 의식을 통해 지배의 

강화와 복의 깨달음을 다룬 바 있었다.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 쿳시는 

피지배자의 발언 권한의 제한이라는 공통 인 알 고리를 통하여 주체들 

간의 상호 소통이 부재하는 지배 담론의 한계에 하여 논하 다. 『황혼

의 땅』에서 「야코버스 쿳시의 이야기」("The Narrative of Jacobus 

Coetzee")에서 주인공 쿳시는 아 리카 탐험  발견하는 원주민들의 야

만성에 해서 찰할 뿐 그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야만인을 기다리

며』에서 치안 사는 고문당한 원주민 소녀와 의사소통을 원함에도 불구

하고 그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마이클 K의 삶

과 시 』에서 마이클 K는 ‘언챙이’(harelip)로서 말을 하지 않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Parry 151). 이러한 피식민 주체들의 공통 인 표 의 제

한은 식민 주체들로 하여  일방 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받거나 그

들의 시각에서 피식민 주체를 찰하고, 사유하고, 묘사하는 것을 가능하

게 만들었다. 

      『포우』에서 역시 라이데이의 의 단과 이로 인한 침묵이라

는 설정을 통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피지배자들의 이러한 침묵의 알

고리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이 의 작품 속에서 피식민 주체들이 그들

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 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분 으로 이루어졌

다거나, 혹은 식민 주체들의 타자 찰과 이에 한 사유를 통해 지배 담

론의 모순이 밝 졌던 것과는 달리, 『포우』의 경우, 라이데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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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인한 언어 능력의 상실은 식민 주체들로 하여  라이데이를 

사유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의 경험을 원천 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포우』가 쿳시의 이  

소설들과는 다르게 을 쓰는 과정을 다루는 소설로서 피지배 주체들의 

침묵을 요한 화두로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이 소설의 탈식민주의 논의

에서 침묵의 알 고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모라가 쿳시의 기 작품 연구에 용했던 

헤겔의 지배- 속의 변증법  알 고리가 『포우』에 등장하는 라이데

이로 변되는 피지배자의 침묵과 이로 인한 지배 주체들이 경험하는 소

통의 완 한 단 에 있어서 어떻게 용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하고, 한 

침묵의 알 고리가 가지는 해석의 다층성이 쿳시의 쓰기에서 발견되는 

자기성찰성과 역사  사유의 결합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미 언 하 던 바와 같이,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서 라이데

이가 식민 부족원들에게 희생당할 뻔 했던 자신의 생명을 구해  크루소

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기 하여 스스로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크

루소를 통해서 제국의 문명과 언어를 습득했던 것과 달리 『포우』의 

라이데이는 가 단되어 언어를 구사할 수 없으며, 크루소가 일방 으

로 규정한 지배 계에서 그 계를 강화하기 한 속인으로서의 충성

을 보이지 않는다는 에서 큰 차이 을 보인다. 특히 라이데이의 언어

의 상실은 원작의 라이데이가 크루소를 통한 지배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지배 담론의 틀에서 피지배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던 것

과 달리 『포우』에서는 라이데이로 하여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완 한 타자로 남도록 작용한다. 스피박 역시 원작의 라이데

이와 달리 『포우』의 라이데이가 보이는 언어  교류의 불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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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그를 “ 인 타자”(the wholly other)로 간주한 바 있다("Theory 

in the Margin" 157). 쿳시의 크루소는 라이데이에게 굳이 언어를 각인

시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역할을 신하는 수잔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라이데이는 여 히 번역 불가능한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불가해성으로 인하여 수잔은 섬에서 지내는 동안 라이데

이가 통나무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바다 에 꽃잎을 뿌렸던 행 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거나, 포우의 집에서 라이데이가 포우의 복과 가발을 

걸치고 빙 빙  도는 행 의 진정한 의미를 제 로 헤아리지 못한다. 다

만, 그녀 자신이 라이데이를 그의 고향인 아 리카에 돌려보내기 해 

리스톨로 향하는 여정에서 춥고 고통스러운 실에서 살아남기 하여 

빙 빙  춤을 추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라이데이가 그녀의 도움을 

원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는 지 의 실을 도피하

기 하여 춤을 추고 있었음을 순간 으로 어렴풋이 깨닫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수잔이 야만인은 한쪽 을 뜨

고 잠을 잘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나(104) 혹은 라이데이에게 잔재되

어 있을지도 모르는 식인 습성에 한 잘못된 념을 지속 으로 간직하

는 모습을 통해(106), 이러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라이데이에 한 

이해나 공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수잔에게 있어 라이데이가 여 히 

낯설고 악되지 않는 타자  존재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난

다. 

     특히 인종  혹은 문화  타자인 라이데이에 하여 수잔이 간직

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념은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197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백인들이 가지는 유색인종에 한 상투 인 

형을 반 하고 있다. 사이드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게 주로 “감

정 이고”(irrational), “어린아이 같고”(childlike), “다르다”(different)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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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보유하며, “춤을 추는 소녀들과 소년들”(dancing girls and boys)

에 한 이미지를 간직하거나 혹은 ‘다름’에서 비롯한 ‘신비스러움’의 이

미지를 부여한다. 수잔 역시 마찬가지로 국에서 라이데이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라이데이가 바다에 꽃잎을 뿌리는 행 와 망토를 입

고 빙 빙  돌며 춤을 추는 행 에 해 다름(difference)과 신비스러움

(mysteriousness)을 느낀 바 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수잔이 비록 백

인 남성의 지배를 받는 여성화자라는 측면에서 라이데이와 유사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 역시 백인들이 일반 으로 가지는 동양인 혹은 유색

인종에 한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뚜

렷하게 드러난다(Kim 122-3).66) 

     반면 라이데이의 잘린 는 식민주의자들이 피식민 주체들을 상

로 가한 폭력성을 그 로 변한다. 크루소는 라이데이의 잘린 에 

해서 라이데이가 밤낮 없이 울어서 노  상인들을 짜증나게 한 가

로 가 잘렸다거나, 노  상인들이 자신들에 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한 수단  조치로 잘랐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벌

을 주는 명목으로 포획한 모든 식인종들의 를 잘랐을 가능성을 제시하

는데(23), 이러한 크루소의 언 을 통해서 식민주의자들의 가학성과 독단

 태도를 추측할 수 있다. 식민주자들의 가학성은 한 3부에서 수잔이 

포우에게 털어놓는 고백을 통해서 암시되는 라이데이의 잘려진 생식기

의 알 고리를 통해서 가장 극 으로 드러나고 있다. 

  편지에서 라이데이의 춤에 해 이야기했었지요. 하지만 모든 

66) 라이데이의 춤과 피리의 연주, 그리고 크루소 섬에서 이해될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은 사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백인들이 가지는 유색인종에 한 상

투 인 형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련하여 쿳시가 

라이데이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색인종에 한 백인들의 시각을 

답습하고 에서 비 받을 여지도 발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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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다한 것은 아니 요.

  라이데이가 당신의 복과 가발을 찾아내서 입고는 자기 나름

로 몸을 돌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온종일을 보내더군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춤을 출 때 그는 복과 가발 외에는 아

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복은 가만히 있을 때는 무릎까지 덮이지만 

빙빙 돌 때면 으로 팽팽해져, 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 춤의 목 인가 하고 생각될 정도 지요.

  노  상인들이 포획한 노 들의 를 잘라 순종하도록 만드는 습

이 있다고 크루소가 말한 것은 은 한 문제를 우회 으로 표 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문

자 그 로의 뜻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랄한 짓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벙어리 노 는 거세된 노 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In my letters I have told you the story of Friday's dancing. But 

I have not told you the whole story.

‘After Friday discovered your robes and wig and took them as 

his livery, he would spend entire days spinning and dancing and 

singing, after his fashion. What I did not tell you was that for 

his dancing he would wear nothing but the robes and wig. When 

he stood still he was covered to the ankles; but when he spun, 

the robes would stand out stiffly about him, so much so that 

one might have supposed the purpose of his dancing was to 

show forth the nakedness underneath.

‘Now when Cruso told me that the slavers were in the habit of 

cutting out the tongues of their prisoners to make them more 

tractable, I confess I wondered whether he might not be 

employing a figure, for the sake of delicacy: Whether the lost 

tongue might stand not only for itself but for a more atrocious 

muilation; whether by a dumb slave I was to understand a slave 

unmanned.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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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은 라이데이가 작가 포우의 복과 가발을 입고 춤을 추는 동안 

그가 단순히 만 잘린 것이 아니라 한 거세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인간의 육체를 시하는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입(구멍)과 생식기(볼록하게 들어간 부분 혹은 튀어나온 부분)는 육체를 

통한 인간의 상호작용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체 부분들을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과 신체와 신체 사이의 장벽을 허물게 되며, 이를 

통해 상호교환과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이명재 318-9에서 재

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라이데이에게 가한 

의 단과 거세와 같은 신체 폭력을 가한 것은 애 에 식민주의자들이 

그들의 노 (혹은 피지배자)와 상호작용과 상호교환의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한 그러할 가능성 역시 사 에 제거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1950년 에 아 르트헤이트 정권은 백인 주인과 흑인 노  

사이의 성 계를 지하는 법안을 재정하여 실행하 고, 『포우』가 출간

된 이듬해에인 1987년에 쿳시는 루살렘 상(Jerusalem Prize)을 받은 후 

한 수상연설에서 이러한 법안에 해 백인과 흑인 간의 수평  교류

(horizontal intercourse)를 가로막는 행 로 비난하며, 이 법안의 근간에 

아 리카를 포용하거나 혹은 아 리카에 포용되기를 두려워하는 백인들

의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Doubling the Point 97). 

     그러나 라깡의 거세에 한 이론에 따른다면 의 단과 거세를 

통한 식민 주체의 가학성은 피식민자들과의 수평  교류를 거부하는 생

물학  인종주의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간직한 모든 욕망의 징표인 팔루

스(phallus)를 없앰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  한다는 에서 그 잔

인성이 더욱 극명하다.67) 라이데이가 자신에게 성  욕망을 표 하지 

67) 침묵의 존재들의 성 인 수동성 혹은 무능력과의 연 성은 쿳시의 다른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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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에 한 수잔의 의구심(85-6)에서도 드러나듯이 인간의 유희기

인 의 단과 더불어 거세는 라이데이를 욕망의 결핍으로 인하여 인

간이 아닌 “하 동물”(lower creatures 23)로 락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데이의  타자성과 련하여, 크루소와 

라이데이가 형성한 지배 계와 일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 수잔과 라이

데이 사이에서의 지배 계, 즉 수잔의 라이데이에 한 찰과 라이

데이로 변되는 타자에 한 호기심,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라이데이의 재 의 필요성에 한 수잔의 인식은 수잔으로 하

여  침묵으로 엮어진 라이데이의  타자성을 탐구하게 하는 원

동력으로 작용한다. 

     가령, 지배자로서 크루소가 라이데이에게 느끼는 지배의식은 피지

배자에 한 무 심을 동반하고 있다. 그는 라이데이의 개인 인 삶과 

과거를 궁 해 하지도 않으며, 라이데이와 소통하기 해 라이데이를 

교육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비록 크루소가 라이데이를 착

취 인 자세로 지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목 을 실 시키는 데 

라이데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에서 흑인을 인간이 아닌 자신의 하

동물처럼 취 했던 기존의 식민주의자의 인식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서도 비슷하게  암시되고 있다. 가령 마이클 K의 경우 정원사(gardener)로서 채소

와 과일의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설 속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와

의 유  계에 결속되어 성  욕망 측면에서는 수동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철의 시 의 퍼큘의 경우, 쿳시가 그의 정액에 해 “이 마을의 먼지나 꽃가

루들처럼 건조하고 갈색”(dry and brown, like the pollen or the dust of this 

country 180)이라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생산의 불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

었다(Parry 153). 이러한 흑인 인물들의 성  수동성은 음경 심의 지배 질서(the 

phallocentric social order)에서 그들의 주변부  치를 상징하며, 그들이 침묵과 

성  박탈을 통해 지배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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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소의 라이데이의 지배 양상은 일방 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

배의 일방성은 특히 크루소가 수잔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단

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자신의 과거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라이데이를 자신과 함께 난 된 배에서 살아남은 존재로 규정했다가, 

 다시 식인종 동족에서 잡아먹힐 뻔한 존재에서 살아남은 존재로 규정

하는 등 라이데이의 정체를 자의 으로 규정하거나(12),68) 라이데이

의 잘린 에 해서도 일방 인 추측을 통해 라이데이의 정체성과 삶

의 역사를 논하는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수잔은 크루소의 하인이 던 라이데이를 자연스럽게 피식

민 주체로 인식하면서도 크루소와는 달리 섬에 표류하기 이 의 라이

데이의 삶이라든가 라이데이의 가 잘리게 된 경 에 해서 궁 증

을 가지고 섬에서의 그의 행동들을 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의 찰 

과정에서 라이데이의 침묵은 그녀가 섬에 표류한 이후 곧 그녀의 의

식 속에 여러 형태로 향을 끼치고 있었음이 라이데이에 한 수잔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선 , 박오복 18). 

     1부에서 크루소로부터 라이데이의 가 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해들은 수잔이 이에 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공포심이다. 이러한 공

포심은 이후에 형성되는 라이데이에 한 수잔의 보호 의식이나 수잔

과 라이데이의 지속되는 동거(同居)에도 불구하고 수잔이 좀처럼 라

68) 어떻게 라이데이가 크루소와 함께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지에 한 크루소의 

변덕스러운 설명을 통해 『포우』의 라이데이가 원작의 식인종들에게서 탈출하

여 크루소에 의해서 목숨을 구했던 카리 해 유색인 노 인 라이데이를 차용할 

뿐만 아니라,  크루소가 객실사환으로 배를 탔다가 무어인의 공격에서 함께 배를 

탈출한  다른 흑인 노 에 한 이야기 역시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크

루소가 섬에 표류하기 이 의 삶에 해서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쿳시가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역사들을 복합 으로 

차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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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와의 심리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제까지 는 라이데이를 그림자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라질

에서 하인을 할 때보다 조  더 심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는 이제 신체가 단된 사람들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갖는 공포

감을 갖고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의 단된 부 가 비

스럽고 입 뒤에 감춰져 있다는 것(어떤 경우 단된 신체 부 를 

듯이), 겉으로는 그는 여느 흑인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은 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의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그것이 감

춰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Hitherto I had found Friday a shadowy creature and paid him 

little more attention than I would have given any house-slave in 

Brazil. But now I began to look on him - I could not help 

myself - with the horror we reserved for the mutilated. It was 

no comfort that his mutilation was secret, closed behind his lips 

(as some other mutilations are hidden by clothing), that 

outwardly he was like any Negro. Indeed, it was the very 

secretness of his loss that caused me to shrink from hip.... (24)

수잔이 라이데이에 해서 느끼는 이러한 공포심은 인종차별의 근원이 

되는 인간 내면의 본성 인 제노포비아(xenophobia)를 반 하며, 이 과정

에서 인종  차이와 더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 일부의 결여는 

인간이라는 동질성을 축소시키고 신체  이질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잔이 라이데이에 해서 느끼는 이러한 심리  거리감을 해소하

는 데 있어서 라이데이의 침묵은 정 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그 결과 

수잔이 섬에 머무르는 내내 라이데이는 수잔에게 이해할 수 없는 타자

로 남는다. 다만, 수잔은 라이데이가 통나무를 타고 바다로 나가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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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다에 뿌리는 행 를 찰하면서 라이데이의 “우둔하고 기분 나쁜 

겉모습 속에 어떠한 정신 혹은 혼이 있음”(a spirit or soul-call it 

what you will-stirred beneath that dull and unpleasing exterior 32)을 

깨달으며 라이데이의 존재와 과거의 삶에 해 심을 가지게 되는 계

기를 얻을 뿐이었다.

    수잔 일행이 리스톨로 향하는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 국으로 향

하는 도 에 일어난 크루소의 죽음은 수잔이 라이데이의 새로운 단독 

지배자로 환되는 요한 계기를 마련하며, 앞에서 언 한 크루소와는 

다른 수잔의 지배자 의식은 수잔과 라이데이 사이에 형성되는 지배-피

지배 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변수로 작용한다. 

    우선, 수잔이 오버트호에 승선하면서 선원들에게 배를 발견하고 섬의 

북쪽 해안가로 도망친 라이데이를 찾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할 때, “

라이데이가 노 이고 아이인 한, 그의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죽음보다 더

한 외로움에 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Friday is a slave 

and a child, it is our duty to care for him in all things, and not 

abandon him to a solitude worse than death 39)라고 언 한 부분을 통

해 라이데이가 수잔에게 단순한 지배 상이 아닌 보호 상으로 여겨

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수잔과 라이데이 사이에 발생하는 지배

이면서도 동시에 보호 인 계의 양상은 그들이 국에 들어와 클럭 

인과 스토크 뉴잉턴의 포우의 빈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도 한동안 

지속된다. 라이데이는 자신의 활동 장소 던 섬의 자연으로부터 멀어지

고 국이라는 도시의 낯선 환경에 처함에 따라 자연의 험으로부터 수

잔을 보호했던 강건함을 상실하고  무력한 존재로 쇠약해짐에 따라 

수잔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시 재에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노 가 아니라 오히려 수잔이 항상 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어야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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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같은 존재로 락한다. 

     한 수잔이 국에 돌아온 후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섬에 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섬에 한 사실이 독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하나의 이야기로 재탄생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을 깨닫게 된다. 수잔

은 자신이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본 것만을 책으로 쓰는 동시에 섬에 표류

하기 이 의 자신의 삶에 한 이야기는 책 속에 넣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미 죽어서 밝 낼 수 없는 크루소의 삶에 신 라이데

이의 과거를 이용하여 자신이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섬의 이야기에 존

재하고 있는 “빈 구멍”(buttonhole 121)을 채우기를 시도한다. 

    따라서 수잔은 낯선 국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 하지 못하고 때문

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라이데이를 지켜주는 리인과 섬 생활에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 하기 하여 라이데이의 삶을 재 해야 하

는 변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국에 돌아온 후 수잔은 라이데이를 “어둠과 침묵으로 구해내기 

한”(out of darkness and silence 60) 명목으로 제국의 언어와 제국의 

삶의 방식을 라이데이에게 교육시키기를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라이데이의 어린 시 의 삶과 그의 가 잘리기 된 과정 등과 같

은 라이데이의 삶의 역사에 한 이야기를 책 속에 포함시키려는 그녀

의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스피박의 정보원 이론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수잔의 이러한 

행동들은 라이데이를 원주민의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라이데이에게 

자신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듣거나 쓰는 것이라도 

가르쳐서 라이데이를 원주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

하다. 한 수잔이 이야기의 주체가 됨으로써 자신의 실체성을 획득하려 

한다는 에서, 라이데이의 읽어버린 목소리의 회복은 그녀의 실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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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한 수단으로 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잔으로 변되는 주

체의 담론을 제 로 형성하기 해 결국 타자의 재 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밝 진다. 

     그뢰베(Ina Gräbe)에 따르면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에 한 욕망이 

담화의 자(the focalizer of narrative)가 수잔으로부터 라이데이로 

이동되는 계기로 작용한다(162-8). 결국 책을 출 하기 해 라이데이

의 이야기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라이데이가 수잔에게 물리 으로 보

호받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수잔이 라이데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지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계에서 힘의 도가 발

생하기 시작한다. 패리는 쿳시가 피지배자들의 침묵이 역설 으로 지배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는 략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 하 는데, 라

이데이의 경우 그의 침묵을 통해서 지배 주체들이 렸던 담화의 권한

(the authority of narrative)을 이어받는 기회를 유발한다(Parry 150). 

     수잔이 라이데이에 해서 복합 인 감정을 가지고 보호자와 재

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라이

데이가 자신의 지배 주체인 크루소와 수잔을 하는 태도에 있어 그 어

떠한 상호 교류를 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반 로 지배 계에 벗어나

기 한 그 어떠한 극 이고 가시 인 항 한 하지 않는다는 이 

주목된다. 라이데이의 지배 주체에 한 비 항성과 련하여, 수잔이 

노  신분인 라이데이가 크루소가 잠을 자는 동안 그를 죽이거나 그의 

을 멀게 해서 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만도 한데 그 지 않았

던 이유를 불가사의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소설 반부에

서 라이데이는 수잔과 크루소에게 순종 인 모습을 보인다. 가령, 수잔

이 섬에 표류되었을 때 다리를 다친 그녀를 크루소가 지내는 오두막집까

지 업어 데려가거나(6), 수잔이 신발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섬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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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할 때 역시 그녀를 업어서 그녀를 이동시켜 도와주며(18), 크루소의 

‘땔감’이라는 명령어에 반응하여 땔감을 가져오고(21), 혹은 씨앗 없이 밭

을 가는 크루소의 노동에 항 없이 동참하는(33) 등과 같은 모습들은 

라이데이의 노 로서의 순종 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 항성

은 쿳시의 작 『마이클 K의 삶과 시 』에서 인종이 명시되지는 않았

지만 흑인으로 짐작 가능한 마이클 K가 보여주는 비 항성과도 일면 유

사하다.69) 

     고디머는 특히 마이클 K가 체제의 침탈에 능동 으로 항하지 못

하고, 탈출을 통해 자신이 처한 기를 도피하는 모습에 해서 쿳시의 

소설 주인공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들이 새로운 체계를 건설할 가능성에 하여 소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쿳시의 서사가 “탈역사 ”이라고 비 한 바 있다(Godrdimer, 

pars. 19-20). 라이데이의 침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역사  수

동성과 련하여 비 으로 바라보는 비평 역시 존재하지만, 이러한 수

동성이 권 와 탄압의 지배체제 하에 속해있는 개인의 지극히 실 인 

모습과 그들이 겪게 되는 불합리한 처우를 통해 지배체제의 모순을 묘사

해 다는 에서 그 의의 역시 도외시 할 수 없다. 

69) 『마이클 K의 삶과 시 』에서 남들보다 아둔한 머리와 언청이의 입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K는 내 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병든 노모를 고향에 데려

다 주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백인 지배자들에 의한 노동력 침탈의 상황에 마주하

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해 백인 지배자들로부터 탈출하는 경험을 

반복한다. 『포우』의 라이데이와 『마이클 K의 삶과 시 』의 마이클 K가 보

이는 유사성은 이러한 비 항성뿐만 아니라 라이데이의 의 단과 마이클 K

가 가진 언청이라는 신체 훼손성에서 드러난다. 3인칭의 지  시 에서의 서술

에서도 마이클 K의 내면 의식이 간 간 드러나고 있는 반면, 라이데이에 

해서 찰 인 입장의 수잔의 서술에서 라이데이의 의식은 투 되지 않는다. 

라이데이는 백인 화자에게 있어 의식의 투 이나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인 타자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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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배주체에 한 항에 있어서의 수동성이 반드시 지배주체에 

한 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이데이의 침묵과 더불어 지배주

체인 수잔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라이데이의 지

배자에 한 비 조성 역시 수잔이 라이데이에 한 리자와 재 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에서 

지배 주체자의 담화에 한 쿳시의 비  지 을 발견할 수 있다. 

    수잔은 라이데이와 언어를 신한 비언어  교감을 나 기 하여 

라이데이의 단조롭고 반복 인 곡조의 루트 연주에 동참하지만, 라

이데이가 자신의 연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연주에 몰두함으로써 

결국 불 화음을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라이데이에 해서 알고자 하

는 자신의 노력과는 조 으로 라이데이가 자신의 존재에  심

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96-7). 

    라이데이의 침묵이 지배 주체자들로 하여  일방 으로 라이데

이의 정체성을 규정해버리는 을 가할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과 반

하여 지배주체자들이 라이데이를 지배담론의 타자로 포섭하거나 지배 

언어를 이용해 그에 한 재 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춰지는 이러한 

라이데이의 비 조성은 결과 으로 피식민 주체로서 식민담론이 타자에

게 부여하는 본질을 거부함으로써 식민 주체가 시도하는 재 의 상으

로 락할 험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더욱이 수잔이 이야기의 주체성을 

획득하기 해 라이데이의 과거를 재 하는 과정에서 라이데이의 침

묵은 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던 수잔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잔이 라이데이를 상으로 

시도하는 식민  포섭을 비 하는 타자로서의 라이데이의 존재성을 더

욱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고선 , 박오복 19). 

      수잔이 섬에 표류되기 이 의 삶을 이야기로 다루려는 포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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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수잔이 거부함에 따라 수잔과 포우는 섬에 한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 라이데이의 존재가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

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라이데이에게 말의 언어를 가르치는 신 

의 언어를 가르치기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수잔은 자신이 라이데이

에게 가르치는 'house', 'ship', 'Africa'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들이 라

이데이가 알고 있는 ‘집’, ‘배’, ‘아 리카’에 한 개념이 일치하는 가에 

한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에 한 성찰을 통해 결국 단어의 기호와 의

미의 결합이 결국 임의 이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기호와 의미의 결합에 

한 논리  설명의 실패는 상 으로 언어를 통한 설명보다 비언어  

직 이 더 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암시를 통해 피지

배자의 침묵이 수반하는 억압과 결핍의 상태보다 그들이 가지는 언어 

월 인 직  능력이 더욱 부각되어지는 것 한 침묵의 알 고리가 이

룬 결실이다(Parry 154). 그러나 이러한 성찰에도 불구하고 을 가르치

려는 자신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라이데이의 우둔함을 원망하는 수

잔의 태도는 지배 담론의 인식에 이미 물들어 있는 식민주체가 타자를 

사유하고 이해하는 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부의 마지막에서 포우와 수잔은 라이데이가 

포우의 종이에 'o'라는 자를 계속 써나가는 모습을 통해 라이데이에

게 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재발견하기도 한다. 『포

우』 속에  ‘ 라이데이가 을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로 표 할 수 

있게 되는가’에 한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라이데

이가 포우의 석 에 낙서처럼 그리는 “발이 달린 들의 행렬”(row upon 

row of eyes upon feet: walking eyes 147)과 더불어 라이데이가 포우

의 종이에 낙서하듯 쓴 자들이  'o'라는 사실(152) 역시 라이데이가 

자신의 무언가를 표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요한 알 고리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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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라이데이가 쓴 'o'를 끝을 의미하는 'Omega'로 해석하고, 

반면에 포우가 내일부터 라이데이에게 가르치라고 제시하는 알 벳 'a’

를 시작을 의미하는 'Alpha'와 연 하여 이를 해석한다면, 라이데이의 

'o'의 사용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수잔의 의식의 작용과 고백, 

그리고 쓰기의 본질에 한 논의들을 강제 으로 종료시키는 힘을 발

휘한다고 볼 수 있다(Gräbe 177). 

     그러나 쿳시 스스로는 라이데이가 종이 에 반복 으로 쓰는 'o'

에 해 “남성 지배자의 언어가 유할 수 없는 구멍”(the hole are 

symbols of that which male authoritarian language cannot appropriate, 

Dovey The Novels of J. M. Coetzee 411)으로 설명한 바 있었으며, 이

러한 측면에서 ’o'는 라이데이의 이해 불가능한 완 한 타자성(the 

othernes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에 해서 패리는 라이데이가 을 통한 언어  능력

(linguistic competence)을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라이데이가 자신

을 표 하기 한 이용하는 기호 체계가 춤과 음악에서 언어로 발 되고, 

이로써 라이데이의 정체성이 을 쓰는 작가로 발 하게 되었다고 주

장하 다(155).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그뢰베 역시 라이데이가 포우의 

자리에서 포우의 석 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나 그림

으로 표 하는 장면을 두고 라이데이의 존재감이 섬에서의 노 , 그리

고 수잔의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와 같은 존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

하기 시작하는 작가로 발 되었다고 언 하 다(177). 이 둘의 주장처럼 

라이데이의 과 그림은 침묵의 존재 던 라이데이가 표 을 시작했

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 까지의 수동 인 존재로 일 했

던 라이데이라는 피지배자의 역할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 음을 시사한

다. 즉 수잔과 포우가 책을 쓰기 해서 라이데이에 한 이야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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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게 됨에 따라 라이데이가 노  신분 혹은 수잔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에서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작

가로 존재가 발 하게 되는 것은 라이데이가 침묵을 통해 수잔과 포우

로부터 담화의 권한을 물려받게 됨에 따라 수잔과 라이데이의 담화  

지배 계에 있어서의 힘의 복이 발생하 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 수

잔과 포우와 같은 지배 주체자들에게 수동 이고 순종 인 노 로서가 

아닌 독자 인 존재로서의 라이데이의 주체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

련하 다. 그러나 라이데이가 지배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이야기 시

작하게 되었음을 측한 패리와 그뢰베의 해석은 지배 담론을 통한 재  

자체에 회의 인 입장을 고수했던 쿳시의 언어 과 상충될 여지가 여

히 남아있다.

    따라서 패리와 그뢰베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a'가 라이데이의 언

어학습의 시작이 아닌 오히려 언어를 통한 논의의 종결과 더불어 언어가 

아닌 직 을 통한 이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라이데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작’이 『포우』의 제4부에서 다루어지

는 비언어  매개를 통한 라이데이의 이야기 시작과 더 깊게 연 되어 

있다고 단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4부에서는 새로운 지 인 화자가 라이데이의 이야기에 근하

는 비슷하면서도 사뭇 서로 다른 두개의 결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두 

결말 에서 어떠한 결말을 선택할 것인지에 한 문제는 고스란히 독자

의 몫으로 남게 된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결말에서 지  화자는 포우의 

집에 워있는 라이데이의 이야기를 듣기 해 라이데이의 입을 여

는데, 이 때 라이데이의 입에서 아득하게 울리는 듯한 도 소리와 바

람의 애처로운 흐느낌, 그리고 어느 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곡괭이 소리

와 같은 섬의 소리가 흘러나온다(153-4). 이와 달리 두 번째 결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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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화자는 첫 번째 결말처럼 포우의 집을 방문하지만, 포우의 책상에서 

발견한 수잔이 포우에게 썼던 회고담의 편지를 매개로 시공간을 월하

여 라이데이의 난 된 배가 잠겨있는 바다 속에 뛰어 들어가게 된다. 

지  화자는 난 된 배 에 쇠사슬이 몸에 감겨 워있는 라이데이

를 발견하고,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듣기 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을 

여는데, 이때 라이데이의 입에서는 첫 번째 결말과 달리 바다의 물 기

가 흘러나온다(155-7). 이 두 결말에서 라이데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

기가 공통 으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을 통해서 결국 언어를 통해

서는 라이데이와 제 로 소통할 수도 그리고 라이데이를 정확하게 

재 할 수 없다는 작가  함의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

     3부까지의 이야기가 수잔의 회고와 고백에 의해 서술되었던 것과 

달리, 4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화자의 존재, 라이데이의 입에서 나온 

섬의 소리와 바다의 물 기, 그리고 수잔이 포우에게 보낸 편지들을 매개

로 시공간 이동, 포우와 수잔의 죽음과 같은 실  알 고리들은 독자

와 비평가들에게 마지막 결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해함과 풍부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70) 

70) 특히 4부에서 새로 등장하는 월  화자가 결국 구의 목소리인가 하는 질문

의 답으로 이 새로운 화자를 탈육체화된(disembodied) 수잔의 목소리라던가 혹

은 “실제 작가가 투사된 소설  응인물”(a fictional counterpart of the actual 

author, Lubomír Doležel 221)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 이지만, 카라치올로

(Marco Caracciolo)의 경우 이러한 기존 해석과 달리 『포우』의 3부까지의 이야

기를 읽은 독자를 투사한 주체라고 새롭게 해석하며, 마지막 부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해석상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매우 요하게 작용하는 공간임을 설명하

다(92). 그는 한 결말의 해석에 있어서의 난해함에 하여 결말에서 다루고 있

는 실이 삶과 죽음에 한 모순과 비결정성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있는 과, 이

러한 결말이 3부에서까지 다루어진 소설 화자의 지시  담화에서 제기된 존재론

과 언어에 한 문제 의 해결책을 직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

지 지 까지 다룬 논의에 한 가설(hypotheses), 추측(conjectures)과 사유

(speculations)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90-1). 돌리츨(Lubomír 



- 96 -

     새로운 화자에 의해 묘사되는 마지막 두 개의 장면에서 지배 담론

의 주체자로서 포우와 수잔은 모두 잠과 같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데, 이 둘의 죽음은 지배 권력의 주체의 부재로 인해 지배 언어와 지배 

담론이 제거된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71) 이러한 지배 담론이 

부재하는 공간이야말로 지배 주체들의 죽음의 공간과는 비되는 살아있

음이 강조되는 라이데이의 고향이며, 이는 곧 라이데이의 실존성이 

부각되어지는 장소이다. 

     3부까지의 이야기가 크루소와 수잔의 라이데이에 한 지배, 그리

고 수잔과 포우의 라이데이의 재 의 시도와 실패로 인해 지배자와 피

지배자 사이에 발생하는 지배 계 상의 힘의 복을 다루고 있는 반면, 4

부에서는 지배담론 주체의 죽음과 피지배 주체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조  상황을 통해 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힘의 변증법  긴장과 갈등을 

월한 라이데이의 본질 인 실체가 제시되고 있다. 소설 속의 실에

서 자신의 실체를 탐구하던 수잔이 자신의 담화에 몰입할수록 자신의 정

체성에 해서 혼란을 느끼고 실체성(substantiality)을 상실해가는 상

과 더불어 언어가 배제된 공간에서 라이데이의 실체를 변하는 것이 

결국 라이데이의 신체라는 에서 언어의 사용이 상과 실체를 괴리

Doležel) 역시 『포우』의 허구  세계를 구성하는 메타픽션과 불가능 인 요소들

이 소설의 비결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과 따라서 이로 인하여 『포우』가 다

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작품임을 설명하며(222), 포우의 침  에서 죽

어있는 수잔과 포우, 그리고 난 된 배에서  다시 죽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수잔, 포우의 방에서 살아있던 라이데이, 그리고 난 된 배 에 죽은 라이데

이와 같이 ‘죽음’과 ‘살아있음’의 모순 으로 공존하는 불가능한 세계(impossible 

world)에 한 묘사가 해석의 난해함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 하 다(221).

71) 짐블러(Zarad Zimbler)는 수잔과 그녀의 주변부  인물들이 죽음과 같은 상태와 

라이데이의 죽음의 세계에서의 살아있음은 결국 수잔을 통해 그려진 소설의 진

실의 탐색에 있어 결국 라이데이가 “그 진실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novel's truth)임이 밝 지고 있다고 보았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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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는 결국 실체를 제 로 

재 될 수 없다는 쿳시의 믿음이 확인된다.72) 

     소설 내내 베일에 가려져있던 라이데이의 노 (enslavement)로서

의 역사  진실이 신체가 곧 자신의 실체가 될 수 있는 실 인 공간

에서 비로소 면 으로 폭로되고 있는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결말에서 새로운 화자는 포우의 방에 워있는 라이데이의 목둘

에서 밧 이나 사슬에 의해 남겨졌을만한 목걸이를 두른 듯한 흉터를 

발견하고, 반면에 바다 속 난 선의 선미(船尾)에 워있는 라이데이의 

목에는 사슬이 감겨있는 것을 발견한다. 

  라이데이는 한쪽 모퉁이에서 벽을 보고 워있었다. 그의 목에

는 마치 목걸이를 두른 것 같은 흉터― 에는 보지 못했던 흉터

다―가 남아 있었다. 밧 이나 사슬이 남긴 흔 이었다.

  Friday, in his alcove, has turned to the wall. About his neck - 

I had not observed this before - is a scar like a necklace, left 

by a rope or chain. (155)

72) 쿳시는 『포우』의 마지막 장에서 수잔이 바다 속에 들어가 수장된 난 선에

서 가 잘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라이데이와 조우하여 언어를 통해서가 아

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바닷물을 통해 수잔이 그동안 알고 싶어 했던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몽환 인 장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미니멀리즘을 활용하고 있

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제를 통해 라이데이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에 하

여 독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단할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서론에서 언 한 로 타자를 복수의 (multiplicity)에 개방함으로써 타자에 한 

책임감에 련한 정 인 윤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에서 미니멀리즘이 제3세

계의 포스트식민주의 지식인이었던 쿳시에게 사실주의 일색의 탈식민주의 문학에 

있어 실용 이면서도 실 인 안으로 작용하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쿳시의 작

품 속 미니멀리즘은 쿳시가 흑인을 지배하는 백인 심 국가에서 인종차별에 

의한 불평등한 권력을 부여받은 소수들  한명이라는 자기 존재론  인식과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복잡한 실에 한 성찰의 결과물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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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구석, 간 문설주 아래, 모래 속에 반쯤 묻힌 채 무릎을 

로 들어올리고 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운 채 워있는 라이데

이가 보 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보고, 목에 감긴 사슬도 만

져 보았다....

   In the last coner, under the transoms, half buried in sand, his 

knees drawn up, his hands between his thighs, I come to Friday.

   I tug his woolly hair, finger the chain about his thrroat....(157) 

          

이 장면에 해 짐블러는 라이데이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의 진실이 불

러일으키는 공포가 무 커서 죽음의 세계에서 라이데이를 홀로 생존

하게 만들었고, 한 그 의의가 무 심오하고 거 하여 지 까지의 모든 

담화를 압도시켜버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67). 

    쿳시는 자신이 심을 가졌던 톨스토이, 루소, 도스토 스키의 고

백 인 들을 검토하며 “신앙”과 “은총”만이 끝없는 자기 회의를 유발하

는 고백을 종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 한 바 있었다(Doubling the 

Point 291).73) 이에 윤 필은 쿳시가 “텍스트의 끝없는 회의주의”를 종결

시킬 수 있는 힘을 “은총이 아니라면 어도 육신”이라고 언 한 바를 

통해서 쿳시의 몸에 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 는데(253), 

존재의 실체성은 언어가 아닌 육체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는 쿳시의 이

러한 믿음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말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한 음  한 음  입 밖

73) 련 원문제공: ... True confession dose not come from the sterile monologue 

of the self or from the dialogue of the self with its own self-doubt, but (and 

here we go beyond Tikhon) from faith and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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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낼 때마다 그 소리가 물속에 갇 , 물로 채워져 소리 없이 흩

어지고 말았다. 이곳은 오로지 몸이 그 자신의 기호가 되는 곳이었

다. 라이데이의 고향이었다.

   몸을 뒤척이던 그는 마침내 나와 얼굴을 마주한 채 쭉 뻗어 

었다. 살같은 마디 에 팽팽하게 질긴 모양으로 붙어 있었고, 입

술은 오므린 채 다. 나는 손톱으로 꽉 물린 이 곳곳을 쑤셔 틈이 

있나 살펴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다. 안에서 물 기가 유유히 흘러나왔다. 숨소리 

하나 없이 계속 나왔다. 그의 몸을 통해 흘러나온 물 기가 내게로 

다가왔다. 선실을 지나고 난 된 배의 잔해를 지나 섬의 벽과 해

안까지 씻어 내렸다. 그 물 기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지구 양쪽 끝

까지 이어졌다. 부드럽고 차가운, 시커멓고 끝이 없는 그 물 기가 

내 꺼풀을 때리고 얼굴의 살갗을 때렸다.

  But this is not a place for words. Each syllable, as it comes 

out, is caught and filled with water and diffused. This is a place 

where bodies are their own sign. It is the home of Friday.

  He turns and turns till he lies at full length, his face to my 

face. The skin is tight across his bones, his lips are drawn back. 

I pass a fingernail across his teeth, trying to find a way in.  

  His mouth opens. From inside him comes a slow stream, 

without breath, without interruption. If flows up through his 

body and out upon me; it passes through the wreck; washing 

the cliffs and shores of the island, it runs northward and 

southward to the ends of the earth. Soft and cold, dark and 

unending, it beats against my eyelids, against the skin of my 

face. (157)

여기서 몸은 실체의 육체를 의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비되는 실 세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쿳시의 몸과 언어의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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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찰은 곧 실세계와 담론의 계를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은 쿳시가 언어의 재가 배제된 몸과 실재의 존재 자체를 맹목 으로 

고수하지도 않고, 그 다고 특정 담론의  진실을 주장하거나, 반

로 담론의 무한한 회의와 상 성에 빠지지 않았다는 과 더욱 충실한 

반복된 쓰기를 통해 몸과 실재의 존재라는 주제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쿳시의 작가  믿음을 확인시켜 다(윤 필 265-6). 

     한편, 화자가 라이데이가 가라 앉아 있는 바닷 속, 즉 “오로지 몸

이 인간의 말을 신하는 곳, 즉 라이데이의 고향”인 곳을 직  탐험하

는 모습은 쿳시의 타자를 한 윤리  인식을 분명하게 반 해 다.74) 4

부의 화자가 라이데이가 워있는 바다 속 난 된 배로 직  잠수해 

들어가 라이데이가 내뱉는 신체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타자

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타자를 변하기를 시도하거나 이를 

해 그들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로서의 타자가 하는 

이야기에 청자로서 들어주며 그들의 화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개인 이

고 은 한 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다.75) 『포우』에서 

재 의 도구인 지배 언어가 모두 사라진 환경에서 라이데이가 들려주

는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화자의 모습은 타자의 재 을 통해

74) 짐블러는 5부에서의 새로운 화자의 출 에 해 독자에게 이미 익숙한 화자로서

의 수잔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자의 

출 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잔의 실체성 탐구와 끝없는 회의가 종결되고 

있으며, 새로운 화자가 담화의 생명력에 있어서 진정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한 새로운 화자가 4부에서 보여주는 하강의 이미지(두번째 결말에

서 화자가 포우의 집안을 탐색하다가 바닥 에 놓여진 송달함으로의 시선이동, 그

리고 송달함 속 수잔의 회고 편지를 통한 바다로의 잠수)가 바로 진리로의 근

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165).

75) 타자의 하는 태도에 한 쿳시의 이러한 인식은 타자를 함에 필요한 윤리학

이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계에 한 호소임을 주장하 던 스피박의 타자를 

한 윤리  가치 과도 일치한다(The Feminist Read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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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언가를 새롭게 생산해내려는 노력이 아닌 수용의 노력을 요구하는 

스피박의 타자에 한 윤리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76) 한 타자의 이야기를 듣기 한 화자의 이러한 노력은 사이드가 

서구 지배 주체의 제3세계의 상으로 시도하는 성 한 재 을 통해 타

자를 규정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한 방법을 찾는 것이 서

구 주체들의 요한 임무로 강조했던 바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Orientalism 118).  

     쿳시는 베감과의 한 인터뷰에서 『포우』의 라이데이의 ‘검음’ 

(blackness)이 백인의 지배하에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이 부정되고, 표 의 

자유를 억 러야 했던 흑인 혹은 남아공의 아 르트헤이트의 비인간 인 

인종차별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 리카 흑인들만을 변하는 상징체가 아

니라, 모든 종류의 지배-피지배 계에 타자로 취 되는 모든 피지배 주

체의 입장을 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Begam "Interview" 424). 이

76) 짐블러 역시 수잔과 라이에데이의 의사소통과 상호호혜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원천이 라이데이의 단된 나 침묵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아니

라 바로 마니교 인 이분법  질서에 의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방해 요소로 작용

하고 있었음을 지 하며, 이 듯 제도 으로 형성된 라이데이의 침묵을 해결하

기 해 라이데이에게 말과 을 가르침으로써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죽은 자와 의사소통하기 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요한 것

임을 밝힌 바 있다(167). 매커스킬 한 쿳시의 “ 간  목소리”(middle voice)로 

“ 을 쓰는”(doing-writing) 활동의 성과 에 하나로 “ 간  귀”(middle ear)를 

통해 “듣고 있기”(doing-listening)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듯이

("Charting" 472), 결국 4부의 새로운 화자가 라이데이의 몸의 기호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국 졸리(Jolly)가 언 한 “모든 타자들과 피지배자들 에 

더 이상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 특유의 주 성을 경험하고 느끼기

를 원하는”(145) 쿳시의 타자에 한 윤리  책임의식을 반 해 다. 반면에 콜

리란은 쿳시의 소설들이 작가가 지향하는 권력과 진정성(authenticity)이 타자를 

해 말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재구성된 치”(reconstructed position, Doubling 

the Point 4)를 마련함으로써 쿳시가 타자를 한 윤리  토 를 찾는 노력을 이

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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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쿳시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라이데이의 침묵은 단순히 아 르트

헤이트 지배정권에서 주변부 던 흑인들의 침묵만을 변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종류의 주종 계에 놓여있는 피지배 주체들의 침묵으로 바라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까지 살펴 본 로, 『포우』의 라이데이의 침묵의 알 고리는 

피지배 주체의 소외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배주체의 힘으로 환원 불가능

한 구체  실체로서의 피지배 주체성을 드러내는 양면  기능을 이행하

고 있다. 한 쿳시는 특히 4부에서 식민 주체의 죽음과 듣기의 알 고리

를 통해 악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지속 으로 듣기

를 시도하는 자세, 즉 이른바 타자의 침묵을 수용하는 윤리  태도를 강

조하 다.77) 

    그러나 침묵의 존재인 라이데이가 보이는 자연성과 재 의 행에 

항할 힘이 없는 그의 무력함에 해서는 이러한 양가 이고 명시 이지 

않은 쿳시의 탈식민주의 논의가 과연 피식민 주체의 입장에서 한가에 

한 의문이 여 히 남을 수 있다. 결국 라이데이의 침묵이 내포하는 양

가성은 타자를 이해하기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 타자의 진실을 명확하

게 변하기 어렵다는 타자에 한 쿳시의 양가 인 입장을 반 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의 변화의 힘”(the transformative 

force of an unspoken presence, Attridge "Literary Form and the 

Demands of Politics" 244)을 통해 정치학과 윤리학에서 가장 요하고 근

본 인 주제라고 여겨지는 타자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말로 탈식민주

의 작가로서의 쿳시가 가진 가장 큰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77) 콜리란 역시 라이데이의 침묵에 해 “어떤 문장의 형태로 와야 하는 것이 아

직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Reading J. M. Coetzee" 589)으로 규정한 

바 있었으며, 피지배자의 침묵에 하여 환원불가능하고 아직 떠오르지 않지만 그

럼에도 읽어야하는 타자의 침묵을 수용하는 윤리  태도를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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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남아 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에 의하여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유

색인종에 한 차별정책인 아 르트헤이트가 1994년 공식 으로 해체되

는 이 기간 동안 이 타운서 출생하여 1961년까지 은 시 을 남아

리카공화국에서 보낸 쿳시는 아 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 차별의 역사와 

그 폐해를 직 으로 목격해왔다. 다수의 흑인 국민들을 차별하는 남아

리카공화국 인종  지배체계에서 쿳시는 소수 백인 지배계층 출신의 

지식인 작가로서 아 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차별의 모순과 폐해를 분명

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네덜란드계 선조 역시 아 르트

헤이트 정권의 창출과 공고화에 기여했던 아 리카 다는 에서 인권 

유린 인 차별 정책들을 마련한 백인 집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 히 

분리시키고 지배체제를 비 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에 한 그의 인식은 그의 기 작품 세계에 있어서 

소설 속 백인 화자들이 공통 으로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이러한 비도덕

인 지배 체계에 한 공모성을 갖고 있음을 폭로하는 문학  특징으로 

형상화 되었다. 이 듯 지배체제에 하여 외부  비 을 가하는 것이 아

니라 내부 인 해체를 통하여 지배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쿳시의 사회 

비  방식은 남아 리카 문학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실주의 문학의 

진 인 사회 비  방식과는 차별되는 것이었다. 한 1960년 에 그가 유

럽에 머무르는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의 술 경향에 향을 받았던 경험

과78) 미국에서의 언어학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79) 발 된 그의 미학

78) 1960년  이후 쿳시는 국과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당시 유럽과 미국에 

만연했던 주류 철학 사상이었던 해체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의 

역사와 철학사의 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장르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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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언어 화법은 그로 하여  단순히 진 으로 탈식민주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비 기능과 미학과 철학  기능이 결합한 그만의 독

특한 문학 양식을 발 시키도록 하 고 이에 그의 문학  차별성은 더욱 

극 화되었다.

    특히 쿳시의 다섯 번째 소설 『포우』는 이러한 그의 톡특한 문학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이 

패러디를 통해 해체하고 있는 상은 18세기 이성 심주의 시 의 합리

주의 사상의 정수로 꼽히는 『로빈슨 크루소』에 담긴 서구 문화권의 

심이 되는 철학 사상들이다. 이미 언 한 로 『포우』는 다니엘 드포우

의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다른 작품인 『록사나 이야기』의 여성 주인공 수잔 바튼을 여성 화

자로 등장시키고 있다. 

     수잔은 백인 여성으로서 인종  이데올로기에서 인종 인 우월성

( 심부)을 리면서도 가부장  사회에서는 주변  존재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양가 인 사회  치를 모두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루소, 포우, 라이데이와 같은 남성 등장 인물들 역시 인물의 특성을 

쉽게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복합 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 수잔

과 이들이 맺는 권력 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여 히 인종 지배 담론에서 백인이 흑인

에 가지는 우월 인 사회  치와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행

사하는 지배 권력, 그리고 의 권력을 가진 인 작가가 가지는 작

‘상호텍스트’, ‘탈정 화(脫正典化)’, ‘자기반 성’, ‘열린 결말’, ‘미니멀리즘’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특징들을 겸비한 탈식민주의 문학을 발 시키게 되었다. 

79) 쿳시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1969년에 "The English Fiction of 

Samuel Beckett: An Essay in Stylistic Analysis"라는 논문으로 언어학 박사학

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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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 가 여 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쿳시가 근본 으로 지

배 담론을 형성하는 이분법  구분을 와해시키기를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수잔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권력의 계구조의 정당성에 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반 해 다. 한 쿳시는 라이데이를 자신의 

노 로 인식했던 크루소와 달리 온정 인 자세로 라이데이에게 근하

려 했던 수잔 역시 자신도 모르게 지배 담화를 라이데이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을 통해 라이데이를 제외한 모든 백인 인물들이 인종차별

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모자임을 폭로한다. 

     한 『포우』의 메타픽션이라는 장르  특성은 쿳시가 구보다도 

작가로서의 을 쓰는 행 와 작가로서의 자기 치를 의식한 작가 다

는 사실을 변해 다. 『포우』에서 수잔은 자신 이야기 속의 빈 공간

을 채우기 하여 라이데이의 과거에 한 재 을 필요로 하고, 라이

데이의 과거를 밝 내기 해 갖가지 시도를 한다. 한 수잔의 필자인 

포우 역시 의 흥미에 부합하는 책을 쓰기 해 수잔의 과거를 보다 

독자의 흥미에 맞게 재구성하려 한다. 두 사람이 보이는 이러한 일방 인 

재 의 시도 과정을 통해 쿳시는 재 자의 재  목 과 재  과정에의 

그들의 주 성 개입으로 인하여 타인에 한 올바른 재 이 애 에 불가

능하다는 을 상기시켜 다. 특히 의 단으로 소통이 완 히 불가능

한 라이데이의 과거에 해 크루소, 수잔, 포우가 제시하는 각각의 다

양한 추측들은 결국 언어를 통한 타자 재 의 성 한 시도가 결국 타자

에 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험성을 경고해 다. 이러한 타자 

재 에 있어서의 왜곡의 가능성에 한 쿳시의 성찰은 곧 자신이 속한 

사회 체제 속 심각한 사회  화두 던 ‘인종 담론’을 흑인의 입장에서 자

신이 얼마나 잘 변할 수 있는가에 한 그의 치열한 고민을 반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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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데이가 의 단과 침묵은80) 인종차별 체제의 폭력성과 가

학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라이데이에 한 그 어떠한 주  

해석도 결코 그의 진실을 완 히 설명할 수 없다는 에서 라이데이의 

존재와 련하여 완 한 타자로서의 불가침성을 야기한다. 한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불가침성을 통해 라이데이의 본질이 보존될 수 있다는 

역설 한 성립되고 있다. 한 라이데이 침묵은 수잔의 고백으로 이루

어진 서술에서  더 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작품 반부에서 라

이데이이의 피지배자로서의 수동성이 부각되었던 것과 달리 후반부로 갈

수록 두 명의 지배자인 수잔과 포우 사이의 담화에서 그 존재감이 압도

으로 발 되고 있다. 이러한 라이데이의 존재감의 변화는 헤겔이 주

장했던 지배자-피지배자 사이의 힘의 복을 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배자가 발휘하는 권력 역시 결국 피지배자에 한 의존에서 비롯된다

는 을 시사하고 있다. 라이데이의 완 한 타자성을 강화하는 그의 침

묵은 한 타자에 련한 정보의 수집과 이를 근거로 한 재 의 시도로

서는 타자를 완 히 변할 수도 없다는 을 반 한다. 이를 통해 쿳시

는 타자를 함에 있어서 타자를 변하려는 시도가 아닌 오히려 타자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 하려는 윤리  근이 더욱 요

하다는 을 강조한다.81) 

80) 포이 는 라이데이가 의 단과 더불어 외부 환경 인 식민주의 담론에 의

해, 그리고 크루소와 수잔, 포우의 주  해석에 의해 삼 으로 침묵을 강요당하

고 있다고 설명하 다(92).

81) 이러한 인종  타자성에 한 존 은 ‘타자’로서의 흑인에 한 인식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에 한 백인의 우월성에 한 인식을 래한 서양의 이분법  

가치의 체계의 해체를 추구했던 쿳시의 철학체계와 사뭇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으며, 한 의 다문화 시 에서 추구되는 공존과 교차에  다른 

‘ ’(foe)으로 기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출간된 1986년의 남아 리카

공화국에는 여 히 흑인과 백인의 이분법 인 구분과 이에 따른 인종 차별이 심

각하게 존재하 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구분에 의한 성차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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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지 『포우』와 련하여 언 된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쿳시의 

비  면모들은 쿳시가 비 하는 상이 불합리한 정치  지배이데올로

기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한 근본 철학이라는 과 쿳

시 스스로 자신의 인종, 성, 문화, 언어의 측면에서 권 (혹은 권력)를 행

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작가라는 을 시사해 다. 쿳시의 이러한 

작가로서의 자기의식은 근본 으로 타인의 재 을 시도하지만 결코 완벽

하게 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 의 시도를 통해서는 타인과 결코 

합일될 수 없다는 사실에 한 깨달음에서 비롯한다. 라이데이를 자유

롭게 하고 한 그의 과거를 제 로 재 하고자 하 으나 이 모든 시도

에 실패한 수잔이 라이데이에게 한 다음의 말은 그 어떠한 표 보다도 

쿳시의 백인 작가로서의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변하고 있다고 여겨지

며, 따라서 다음의 말로써 이 을 맺음 하고자 한다.

“아, 라이데이! 난 는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고 가

난 한 그 지만, 우리는 아직 충분히 평등하지 않구나.”    

“Ah, Friday!" I said. “Shipwreck is a great leveller, and so 

is destitution, but we are not level enough yet.” (70)

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만연해 있었다. 이 듯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여 히 존

재했던 시  상황 하에서는 나와 다른 타인을 존 하는 윤리  태도에 한 강조

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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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s J. M. Coetzee's Foe, focusing on his 

reflective writing. Unlike many other postcolonial white writers under 

Apartheid (a system of racial segregation in South Africa), who pay 

their main attention to realistic representations of social injustice, 

Coetzee is known to develop a unique literary aesthetics which 

combines self-conscious, self-reflective approaches with social 

criticisms of the contemporary world. Especially, through Foe, his fifth 

novel woven around the existing plot of Robinson Crusoe, he not only 

deconstructs the imperialistic ideas implied in its original plot, but 

proclaims the limits of the language use and the writer's authority. 

     This thesis investigates Foe by focusing on Coetzee's two-side 

criticism derived from his self-reflective writing: one on the dominant 

ideology resulting in racism (as of the exterior part) and the oth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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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riter's authority and language use (as of the writer's self). The 

detailed discussion on this main theme will proceed through three 

chapters, and these chapters will be categorized by three literary 

factors of the novel which are considered relevant to his self-reflective 

writing: ambivalence of main characters, functions of metafiction as a 

genre, and connotative meanings of Friday's speechlessness.

     The first chapter of the body presents an analysis of ambivalent 

aspects of each main character of Foe, Susan, Cruso, Friday and Foe. 

Foe has a frame story where Susan Barton, a castaway who landed 

on the same island inhabited by Cruso and Friday, attempts to 

convince the writer Daniel Foe to help transform her tale into popular 

fiction. Each of these characters doesn't have any consistent line of 

characteristics and thus retains an ambivalence in their character. It is 

this ambivalence of each character that causes Susan to go through 

the identical disorder from her relationship with each of other male 

characters. This ambivalence might be said to derive from the notion 

of blurred binaries articulated by  deconstruction thinkers. From that 

point, this thesis argues that Coetzee regards the binary scheme of the 

existing metaphysical philosophy as the major cause for all types of 

segregation including race and gender. In an analysis of each 

relationship between Susan and each male character, Susan's 

ambivalent social position as a white woman is drawn critical 

attention to as well, because her ambivalence due to her sex and race 

leads her to remain as a semi-margin who is both dominant racially 

and subordinate sexually. In terms of the semi-margin as a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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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Susan has a resemblance to Coetzee, since he is a white man 

who has the vested rights in a society where the most of its 

population consists of blacks, but he still tries to serve as one of a 

few whites who oppose to the existing racial segregation.

     The second chapter of the body explores two types of criticisms 

carried out by the genre of Foe, metafiction: one over imperialistic 

ideas in Robinson Crusoe and the other over the writer's inconsiderate 

trial of representing others. When Foe was released in South Africa in 

1986, it was regarded as irrelevant to African political realities. 

Contrary to these criticisms on Foe, it is argued in this thesis that 

Foe does perform its political functions by disclosing the misbelief 

included in its original work that it's appropriate to civilize or 

represent others when they are regarded as inferiors. Coetzee points 

out in Foe the possible discordance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thus making it clear that any attempts to represent others 

are impossible tasks to achieve. The recognition of the 

inappropriateness of representing others leads to Coetzee's prudence in 

displaying an authoritative voice for others in literary forms.

     The third chapter of the body focuses on an analysis of 

connotative meanings of Friday's speechlessness. It is argued in this 

chapter that Friday's cut off tongue signifies an impossible 

communication between white masters and black slaves and the 

racially abusive rules of whites over blacks in South Africa. By 

presenting Friday's speechlessness, that is, Coetzee turns out to attach 

a great importance not only to the nonverb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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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ing limits of language but to the ethical attitude of listening 

to others rather than speaking for them when forming a relationship 

with different races. This thesis also attends to Coetzee's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whites' having a new perspective on other races; that 

is, whites need to acknowledge and accept any kind of existing 

differences between whites and blacks rather than attempt to bring 

them into their own seemingly superio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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