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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호손의『블라이데일 로맨스』와 모리슨의『파라다이스』에

반영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은 청교주의 전통에 내재된 천년왕국사상과 근대적

인 유토피아 사상이 결합된 것이다. 청교도 선조들은 신대륙에 타락한

구세계 유럽과 혁신적으로 다른 도덕적인 이상 국가를 설립하고자 했으

며, 신의 가호 아래에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진보해 나갈 것임을 확신했

다. 또한 미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시민권에 대한 존중을 표방하는 건국

이념에 기반한 근대적 이상 국가를 설립하려 했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전, 영토확장을 통해 미국이 근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자,

미국에 세속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추구했던 근대적인 가치관들은 그 실현 과정에서 양가적

인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청교도 선조들의 이주와 정착, 서부개발로 이

어지는 역사 속에서 미국인들은 인디언 원주민과 흑인노예를 박해하고

억압함으로써 폐쇄적인 기독교 유토피아를 설립하려 했다. 미국의 지배

계층은 인종주의와 가정성, 분리된 영역의 이데올로기를 지배 담론으로

삼아 폐쇄적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타자를 통제하는 것을 합리화했다.

인종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미국의 지배 담론은 미국의 자본

주의와 제국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근대적 유토

피아 국가를 천명했던 미국은 타자를 억압하고 배척하는 폐쇄적, 절대적,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호손과 모리슨은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을 지닌 근대 남성 주체의 모순

과 한계를 비판하고, 그들의 지배 서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항 서사를

통해, 진정한 미국적 유토피아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작가들이다. 호손은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남북전쟁 이전 미국 사회에 확산되어 있었던

세속적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청교주의 전통에 내재된 천년왕국의 비전을 집단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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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운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실현하려 했다. 그러나 호손은 주인공 커

버데일을 통해 기만적인 유토피아의 판타지에 도취되어 있는 전전시대

미국의 모습을 폭로하고자 한다.

호손은 홀링스워스가 남성적 권위를 통해 Blithedale 공동체를 장악하

고, 타자를 강제로 교화해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근대 유토피아 사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커버데일의 시선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호손은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캐릭터인 웨스터벨트가 베일 여인 공연을 통해 근

대적인 과학기술과 도덕적 천년왕국의 이미지를 결합한 유토피아적 판타

지를 상품화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웨스터벨트는 베일 여인 공연을 기획

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노동 계층 여성인 프리실라를 착취하는 기만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다. 호손은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 캐릭터인 제노비

아를 통해 남성 주인공들이 지닌 편견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도

식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한 당대의 대중문화를 비판

하기 위해, 호손은 대중 소설의 관습적인 캐릭터와 결말을 전복시키는

주인공과 서술 기법을 모색하고 있다.

모리슨은 『파라다이스』에서 백인의 인종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클

라호마의 오지에 설립된 흑인공동체 루비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있다. 미

국의 축소판으로 묘사되고 있는 루비 공동체는 예외주의 담론과 근대 민

족주의 사상이 결합된 흑인 독립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모리슨은 루비

가 미국의 배타적 인종주의를 전도시킨 순혈주의에 집착했고, 그 과정에

서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결합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

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백인들이 피부색으

로 여성들을 이원화하고 흑인 여성을 타자화하여 성과 노동을 착취했던

방식을 전도한 것이다. 모리슨은 청교주의와 인종주의, 가부장제가 결합

된 형태로 이루어진 루비의 지배서사를 해체하기 위해 루비의 여성들과

젊은이들, 외부인들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대항서사를 구축하려 한다.

모리슨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루비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낙

원관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혼종적인 낙원을 제시하고 있다. 모리슨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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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미국을 벗어난 브라질 해변을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혼종적인

존재인 콘솔레이타가 새로운 유토피아의 주체로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모리슨은 결말을 통해 흑인과 여성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

했던 서구 기독교와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모리슨의 낙원은 국가와

인종, 종교와 젠더의 경계를 초월한 곳으로, 고대의 여신종교 전통에서

추구했던 여성적 낙원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작가는 이를 통해 흑인 분리주의의 모순과 미국적 예외주의의 한계

에 대응하고, 유색인과 여성, 자연을 억압해온 서구 문명에 대해 반성적

인 성찰을 이끌어 낸다. 모리슨은『파라다이스』를 통해, 서구의 근대적

인 유토피아를 지양한 타자의 낙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며, 이상적인 국가로 거듭나

기 위해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미국의 여

성 문제에 지속적으로 천착해 왔던 호손과 모리슨의 페미니스트적인 면

모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 했다. 또한 전지구적인 디아스포라로 인해

혼종적인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새

로운 미국적 유토피아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어 :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 영역분리와 가정성 이데올로기, 흑인 분

리주의, 흑인 디아스포라

학 번 : 2005-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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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나다니엘 호손(1804-1864)의 『블라이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 1852)와 토니 모리슨(1931- )의 『파라다이스』

(Paradise 1997)에 반영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의미와 한계를 역사

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문화의 원류를 형성한 것으로 여겨지

는 청교도 선조들은 신대륙 공동체의 건설과 발전이 신의 가호 아래 인

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힘으

로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청교도적 신념은 미국의 역사를 관

통하는 미국인의 이상으로서 미국적인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소

규모 청교도 공동체에서 시작한 미국이 거대한 영토를 지닌 근대 국가로

성장하기까지에는 근대 이전의 종교적 유토피아와는 다른 근대적 유토피

아 개념의 견인이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근대적 유토피아를 합리적으

로 통제가 가능해진 공간 속에서 역사적인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로 정의

할 때(Harvey 240), 건국 과정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해 온 미국은

근대적인 이상 국가를 추구해 온 나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인 현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온 작가로서 호

손과 모리슨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들의 작품 중에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의미와 한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블라이데일 로맨스』

와 『파라다이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양가적

인 면모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은 청교주의 전통 속에 내재된 기독교 특유의 천

년왕국사상이 과학 기술과 사회적 진보를 통해 지상에 세속적인 낙원을

건설하려는 근대 유토피아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유토피아 사

상의 전개와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 유토피아

사상의 역사는 전근대적인 종교적 유토피아에서 근대적인 세속적 유토피

아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김영한 1-15). 근대 이전의 서구 사회는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정태적인 유토피아 사상을 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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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가 예찬한 아르카디아

(Arcadia)와 중세 농민의 이상향이었던 코케인(Cockayne), 신약 성서의

요한 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천년왕국 사상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룩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신이 허용한 인간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

로 유토피아를 정의한다(김영한 1-4).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 중

심적인 세계관이 도입되고,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자 전근대의 정

태적인 유토피아 사상은 진취적인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서구의 근대인들은 인본주의와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현실적

으로 도달 가능한 유토피아를 구상하였으며, 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인도

하여 역사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와 같은 근대적인 유토피아 사상은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특별한 주

목의 대상이었다. 18세기에 민주공화국으로서 미국의 독립이 선포되고,

19세기에 근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기까지 미국은 근대적인 이상

을 꽃피울 수 있는 실험적 공간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였고, 근대적인

유토피아를 극적으로 구현한 새로운 낙원임을 자부하였다. 정치적, 사회

적으로 완벽한 사회를 꿈꾸는 유토피아적 비전은 미국이 생겨나기 이전

부터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주제였지만, 철학적, 도덕적인

신념을 내세우며 기존 체제와는 혁신적으로 다른 국가를 건설하려는 인

간의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국적 유토피아는 근대적인 특수성을

보인다. 미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같은 미국

적 신조의 이념에서 미국의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유럽국가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과 질적으로 다른 시민적 정체성이라

고 주장할 수 있었다.1) 또한 19세기의 미국인들은 산업혁명으로 가속화

된 기술의 발전과 영토 확장을 통해 미국의 역사적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과학적인 발전 계획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미국

이 세계를 통솔하고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가 되리라고 믿었다. 그

1)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과 종교와 역사,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

기에 미국의 독립에는 정치사상적 명분이 필요하였다고 지적한다. 미국 건국 무렵에 작성된 문

서와 연설, 소책자, 저술기록을 살펴보면 미국의 신조를 미국적 정체성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새뮤얼 헌팅턴 69).



- 3 -

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자유롭고, 문명화된 유토피아적인 사회임

을 세계에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은 서구 기독교의 천년왕국 사상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두고 있다. 천년왕국 신앙은 유토피아의 건설이 초월적인 신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역사의 진보를 가정하면서 황

금시대를 다시 창조하려는 경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근대인들은 천년

왕국사상 속에서 인류통합에 대한 비전과 유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확

신, 인류의 점진적인 발전 지향성과 같은 근대적인 특징을 발견했다(박

호강 71). 천년왕국 사상은 17세기 청교도의 종교개혁운동에 영향을 주

었고, 18세기 이후의 계몽주의자들이 지닌 세속적인 진보 관념에 사상적

인 기초를 제공했으며, 사회주의 유토피아 사상가들에게 사회학적 상상

력을 심어 준 지적 원천이 되었다(임철규 20). 19세기의 미국인들 또한

청교주의 전통에 내재된 천년왕국의 비전을 근대화된 현실 속에서 실천

하려 했다. 그들은 집단적인 체제 개혁과 인간성의 도야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지상에서 천복을 구현하자는 세속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

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천년왕국 사상의 세속화는 미국인들의

예외주의적인 선민의식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증대시켰다. 그들은 미

국이 전근대적인 체제와 단절을 선언하고, 계몽이성에 입각해 미래를 기

획하는 유토피아적인 국가가 되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미국이 과시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인 외양 이면에는 어두운 현

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임슨(Frederic Jameson)은 근대 유토피아를 다

룬 여러 텍스트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속성에 주목해 근대 유토피아의

본질을 설명하고, 근대적인 유토피아 사상의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비판

하고 있다(Jameson 36-41). 제임슨은 유토피아가 현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로 유토피아의 폐쇄성을 문제 삼는다. 유토피아는 “만악의 근원이

제거된 세계로 재현되며, 이는 악의 완벽한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고립

되고 폐쇄된 세계를 전제함으로서 가능”해진다(Jameson 36). 또한 “유토

피아 체제 자체는 완전무결한 것으로서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절대성

을 주장하며, 이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 있기에 유토피아에서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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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Jameson 37). 이처럼 더 이상의 분쟁과 파벌

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현 상태 그대로 결정되어 버린 곳이 근대의

절대적 유토피아이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온전히 수용하며 익명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의 행복은 구체성이

결여된 총체적인 것이다. “시민들의 행복은 통계적 인상일 뿐 실존적 체

험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개별적 자아는 사라지고 없다”(Jameson 40)고

제임슨이 이야기하듯이, 근대적 유토피아는 대중통제를 위해 본질적으로

개별자를 부인하며 개성을 박탈하여 주체를 소멸시킨다. 유토피아의 행

복이 전체주의적 악몽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근대적 이상을 추구하며 세계적 패권국가로서 상당한 번영을 이

루어냈으나 제임슨이 지적한 근대 유토피아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는 한계를 지닌다. 미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근대 유토피아의 폐쇄적이

고 완결적, 총체적인 면모가 뒤섞여 존재하는 거대한 모순이다. 그러므로

근대국가로서 미국은 달리 말하면 폐쇄적, 절대적, 전체주의적 디스토피

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근대국가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추

동했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결합은 계급과 인종, 젠더 변수와 뒤얽혀

특수한 미국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근대적 주체로서의 미국적 정체성

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인디언 원주민과 흑인과

같은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대타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는 다양한 신분과 인종,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앵글

로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중심으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저질러진 역사적 과오는 종종 은폐되었다. 청교도 선조들의 이주와

정착, 서부개발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미국인들은 인디언 원주민과 흑

인을 박해하고 추방함으로서 폐쇄적인 기독교 유토피아를 설립하고자 했

다. 이처럼 미국에서 국민 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비백인과 비기

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했기에 미국의 탄생은 타자들에게

있어서 체계적 억압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국민국가로 발전되어

가면서 그 틀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내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였

다. 이렇게 타자를 배제한 폐쇄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하면서 체제 유지를



- 5 -

위해 끊임없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19세기 전반에 걸

쳐 이루어진다.

미국이 근대적 유토피아로서 스스로의 완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타자에 대한

차별을 종교적,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18, 19세

기를 거쳐 미국에서는 인종2)과 여성3)이 개념적으로 규정되고, 타자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담론으로서 인종주의와 분리된 영역, 가정성의 이데

올로기가 확립된다. ‘분리된 영역(separate sphere)’이라는 개념은 젠더에

의해 인간 삶의 활동영역을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사적 영

역’(private sphere)과 같은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

다(박연옥 85). 산업화와 자본 시장의 발달은 전통사회에서 미분화되었

던 일상생활을 남성이 관할하는 공적영역과 여성이 관할하는 사적영역으

로 분화시켰다. 미국적 주체인 백인 프로테스탄트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적인 남성성

이미지를 고수할 것을 강요받았다. 반면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남성을 대신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고 미래의 미국 시민을 길

러내는 사적 영역의 수호자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가정성(domesticity)

의 숭배라는 개념은 여성이 관할하는 사적인 가정이 미국 사회를 짊어질

남편과 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성소의 위치로 격상하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민진영「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가정성’의 형

성, 재현, 전유」 268-269). 미국에서 분리된 영역과 가정성의 이데올로

기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강화된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지배

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가부장적 핵가족은 19세기를 거쳐 미국인에게

2) 19세기의 의학과 과학은 비백인의 몸에서 백인과 다른 특성을 강조하여 열등한 가치를 부여하

려고 하였다. 과학적 인종주의를 설파한 학자들은 인간이 해부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몇 개의

군으로 이루어지며 인종의 외부적 특질이 반영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열등한 인종은

우월한 인종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함으로서 인종차별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했다(박형지․

설혜심 79-81).

3) 근대 이전 서양의 지배적 성담론은 남녀동형설로서 생식기가 몸의 안과 밖에 있다는 차이를 제

외하고 남녀는 같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남녀간의 성에

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자연현상으로 규

정하는 사회생물학적 환원론은 근대의 산물이다(임지현․사카이 나오키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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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가정상으로 확산되어 균질적인 근대 주체로서의 국민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분리된 영역과 가정성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백인 중상류층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유색인이나 백인 하류층 가족

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4)

인종과 젠더 문제가 중층적으로 뒤얽혀 있는 미국적 현실 속에서, 인종

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지배담론은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

나아가 백인여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미국에서는 가정의 천

사를 노리는 흑인 남성의 성적 위험성을 과장하는 담론이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흑인을 성적으로 방탕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5)

백인 여성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순결한 존재가 되어 사적 영역에 갇

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정의 천사를 지키는 기사도적 영웅으로서 백

인 남성의 흑인남성지배가 정당화된다. 또한 가정성과 영역분리 이데올

로기에 부합되지 않는 흑인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가 합리화된다. 이처

럼 인종주의와 결합된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종과 성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동원논리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억압받는 하위주체들을 은폐한 채 대중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동원하는 체제 속에서 미국의 작가들은 작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미국

의 디스토피아적 면모를 고발하려 했다. 리비스(F. R. Leavis)의 지적처

럼, "노예제와 원주민의 파멸과 같은 미국역사의 결점과 예술가에 유난

히 적대적인 실용성을 앞세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미국

4) 가정성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과 빈민계층 여성에게도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주입되었으며 중

산층은 노동 빈민계층 여성을 일률적으로 가정성에 따르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선을 베풀

었다. 여성의 진정한 노동은 무보수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념이 가정 밖에서의 여성

노동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사직업의 경우 여성은 남성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

을 받아야 했고 고소득을 보장받거나 고급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을 얻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빈민여성들의 생활은 전혀 가정적일 수 없었으며 여성노동자들 중 일부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

해 매춘으로 전환해야 했다(사라 에번스 165-166).

5) 레스터 워드(Lester Ward)와 같은 우생학자는 열등한 인종은 본능적으로 인종개선의 가능성을

추구하기에 우월한 인종에게 엄청난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인남성이 이

에 강경 대응하는 것 역시 종족보전의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 린치를 합리화했

다(토마스 F 고셋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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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들은 영국소설가와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추구해 온 것”이다(신현

욱 84). 본 논문에서는 미국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여러 작가 중에

서 호손과 모리슨에 주목하고 그들의 작품 중에서 특히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형상화한『블라이데일 로맨스』와『파라다이

스』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블라이데일 로맨스』와『파라다이스』는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

인공들의 사회적 지위와 여건 역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두 작품을 서

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생경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6) 그러나 두 작품은

모두 미국이 근대 국가로 번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사회

적 입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주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블라이데일 로맨스』와『파라다이스』는 모두 미국을 전제적

인 가부장이 지배하는 사회에 비유하며,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노예의

처지로 전락한 미국 여성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블라이데일 로맨

스』를 포함한 네 편의 장편 소설에서 호손은 억압적으로 군림하는 가부

장적 캐릭터와 이에 종속되거나 저항하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 억압적인

정치 체제의 문제와 젠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다.7) 프레데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는 “극단적인 지배와 복종 구조를 양산하

는 노예제도 속에 내제된 노예 권력이 미국의 국가 정치에 확대”되어 억

압적인 사회가 미국에 도래할 위험을 지적하며 노예 권력의 정치적 위험

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Weldon 140).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

은 억압적인 노예제가 횡행했던 미국의 남부사회 뿐만 아니라, 북부사회

6) 『블라이데일 로맨스』는 남북 전쟁 이전 북부의 미국 사회를 보스턴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
으며, 작품의 남성 주인공들은 미국 사회를 주도했던 청교도 백인 남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남북 전쟁 이후 인종적 차별과 억압을 탈피하기 위해 서부로 이주한 흑인

이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서부의 오지에 세워진 흑인 분리 공동체의 역사

를 19세기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형상화하고 있다.

7) 『주홍색 문자』(The Scarlet Letter)와 『일곱 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bes), 『블라이데일 로맨스』, 『대리석 목양신』(The Marble Fawn)에는 모두 전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가부장적 남성상과 이에 예속되거나 저항하는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주

홍 글자』의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와 헤스터(Hester Prynne), 『일곱 박공의 집』의

매튜 몰(Matthew Moule)과 앨리스 핀천(Alice Pyncheon), 『블라이데일 로맨스』의 홀링스워

스(Hollingsworth)와 웨스터벨트(Westervelt), 제노비아(Zenobia), 프리실라(Priscilla Moodie),

『대리석 목양신』의 미리엄(Miriam)과 그녀의 모델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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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운동가와 대중들 사이에서도 전제적인 권력을 추구하거나 이에

예속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남녀 주인공 사이의 가부장적 역학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호손의『블라이데일 로맨스』를

중심으로 남북전쟁 이전 시대의 개혁운동과 대중문화를 주도했던 가부장

적 남성 주체의 모습을 타자의 시선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근대적인 이상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은폐하고 있었던 사회적 모순에 대

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전전시대

에 미국 사회에 출현했던 진보적인 여성 지식인과 여성 개혁 운동가의

모습을 여주인공 제노비아에게 투영하여 미국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갈망을 표출하고 있다. 호손은 제

노비아가 주도하는 가장무도회 장면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흑인 노예와 미국 여성이 한데 어울려 혁명적이고 불온한 에너지를 발산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192). 가장 무도회 장면에서 호손은 미국 사회의

폭력적인 위계사슬 속에서 약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여성과 흑인

노예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며, 미국이 소외된 타자를 양산하는 문제점

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유토피아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

자에게 각인시킨다.

호손의 시대였던 전전시대 흑인 노예들의 사회적 여건은 가부장제로 인

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당대 미국 여성들의 사회적 여건과

맞닿아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여성 운동은 전전시대에 미국을 휩쓴 노

예해방운동으로 인해 발아하게 되었다. 미국의 중산층 백인 여성들은 노

예 해방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억압해온 미국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1830년대의 노예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에도 불구하고 종속적인 역할만을 강요받아 왔던 것이다.8) 여성을 사적

영역에 제한하는 19세기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미국 뿐 아니라 근대화된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인 지배 담론이었으나, 분리된 영역과 가정성의 신

8) 여성 노예 해방 운동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Elizabeth Cady Stanton)은 세계노예인권대회

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하자, 미국 여성의 종속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다.

1848년에 스탠튼은 독립 선언을 개정해 만든 ‘유감 선언문(Declaration of Sentiments)’을 통해

여성을 억압해온 미국 사회를 비판하며, 미국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했다(바바라

J. 맥해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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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미국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노예제에

기반해 성장해 온 미국에서 여성은 인종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을 가정의 천사와 마녀로 이

원화하는 근대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미국에서 순수 백인의 혈통을 온전

히 보존하기 위해 백인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동시에, 흑인의 개체수를

늘려 노동 인력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흑인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방식

으로 강화되었다. 흑인 노예 여성은 가정 밖에서 힘든 노동을 감내하며

다산을 강요받았으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을 소

유하지 못한 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가야 했다. 흑인 여성 노예가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백인 여성들은 흑인 여성노예의

모습과 상반된 삶의 방식을 강요받게 되었다. 가사 노동과 들판 노동을

모두 감내하며 과중한 노동의 의무에 시달리는 흑인 여성과 대조적으로

백인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함께, 백인

남성과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권을 지닌 존

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의 천사’ 이미지는 19세기 이후에

진전된 근대화로 인해 노동자나 지식인으로서 공적 영역에 진출하게 되

었던 수많은 미국 여성들의 노동 가치와 사회적인 메시지를 폄하하고,

이들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 호손은 여

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약하려 했던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모습을 비

판하고, 미국의 편협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작

품 속에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모리슨 또한 백인 남성뿐만 아니

라 흑인 남성들까지 강력한 백인 가부장의 모습을 동경하고, 가부장의

소유물로서 ‘가정의 천사’ 와 같은 여성상을 이상화하며,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흑인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전전시대의 보스턴 사회의 가부장적

인 한계를 반영하듯이, 여주인공 제노비아의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가 당

대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제노비아는

자신의 신념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데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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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손은 미국의 초창기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반영한 듯한 제노비아의 죽

음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미국적 현실을 통렬히

비판했지만, 여성의 해방을 위한 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제

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페미니스트가 미국사회에 여러 명

등장하여 세상을 개혁해 나갈 것(126)이라는 제노비아의 여성 해방적인

메시지는 모리슨의 작품을 통해 풍성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모리슨은 주

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배계층의 배타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익숙했

던 호손이 여성과 흑인의 해방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9) 폭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매애를 통해 생존해 온 흑인 여성의

체험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본 논문은 모리슨의『파라다이스』를 통해 호손이『블라이데일 로맨

스』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흑인들의 역사를 복원하고, 타자인

흑인 여성의 입장에서 진정한 유토피아의 의미를 탐색해 보려고 한다.

모리슨은 미국의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어디에

도 속해 있지 않은 사이의 공간에 거주하는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묘사

한 호손10)의 언술을 전복시키려는 듯이, 이산의 역사 속에서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니게 된 흑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파라다이스』

에서 모리슨은 백인들의 억압 속에서도 흑인 특유의 문화적 전통을 새로

운 환경과 접목하여 생존해온 흑인 이산종교의 다채로운 생명력에 주목

하고 있다. 청교도 선조들의 배타적인 천년왕국 사상과 유색 인종의 희

생을 발판으로 삼아 국가적 번영을 추구한 근대적 유토피아관 대신에,

모리슨은 국경과 인종, 성별을 초월해 혼종적인 타자를 포용해 주는 대

안적인 낙원의 모습을 다양한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

다. 호손이 제기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에 내재된 문제점은 21세기의

9)  호손은 당대의 여성의 현실과 노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세대에서 여성문

제와 노예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신의 의지에 기대어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는 점진적인 정적주의(Quietism)를 표명해 왔다(Weldon 138).

10)  호손은 1862년에 발표한 에세이 ‘전쟁 문제(Chiefly About War Matters)’에서 해방노예의 전

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호손은 흑인 노예들이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노예에

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미국에서 흑인은 영원한 이방인이며 아무런 전망이 없는 존재, 아무

것도 아닌 죽음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했다(Weldon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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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며, 여성과 흑인을 포용하는 이상적

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아직도 미국이 완수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

아 있다. 하지만 모리슨은 호손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미래가 아닌 지금

이곳의 현실 세계에서 억압받는 타자의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을 개선하

려는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대 국

가를 표방하며 미국적 이상주의를 관철해 왔던 미국 사회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가해자인 근대 남성 주체의 입장에서 그 모순과 한계를 증

언한 호손의 메시지를 피해자인 흑인 여성의 시선을 통해 진정한 미국적

낙원의 의미를 모색한 모리슨의 메시지와 연결하고자 한다. 두 작가의

메시지를 종합함으로써 미국적 현실과 미국적 이상주의에 대해 보다 총

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호손은 구세계와의 차별성에 근거한 미국 문학의 독자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비평가들에 의해 미국적인 정전 작가로 평가 받아왔다. 호손은 초

기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다룬 단편소설들을 통해 식민지 모국인 영국과

의 관계 속에서 미국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미국의 공

식적 역사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본래의 성스러운 사명이 온전히 이루

어졌는지에 대한 회의는 주인공들이 공동체적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역으로 도피하게 되는 결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인공들

이 겪는 초현실적 악몽과 그로 인한 불신, 고립의 체험은 미국적 이상이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가능성이 억압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죄

의식의 상징적 표현”이다(신현욱 87-89). 호손은 순수한 미국적 이상이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세속화해 온 결과로서 전전시대의 미국을 비판적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예술

가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호손은 작품을 통해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현실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호손은 잊혀진 사료를 재발굴하는 역사학자의 입장으로 미국의 유

토피아 사상에 대해 탐색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미국인의 원

죄의식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블라이데일 로맨스』는 호손의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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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소설로 남북 전쟁 이전 시기의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다.

비평가들은 『블라이데일 로맨스』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평론들을 발

표해 왔는데, 그 내용을 주제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전전

시대에 유행했던 다양한 사회개혁운동과 연관해서 작품을 연구한 평론들

이 있다. 부마스(E. Shaskan Bumas)의 평론은 감옥개혁운동과 연관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며, 게이블(Harvey L. Gable)은 작품 속에

서 초월주의 사상에 대한 호손의 양가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다모

르(Maura D'Amore)와 헌터(Gorden Hunter), 로먼(Andrew Loman)의

평론은 푸리에의 사상과 관련해서 작품을 논의하고 있다. 아미레(Amai

Amireh), 배임(Nina Baym), 피셔(Lydia Fisher), 퍼슨(Leland S. Person,

Jr.), 손정희는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작품 속 여성 주인공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작품을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과 관련해 연구

한 벌랜트(Lauren Berlant)와 보그스트롬(Michael Borgstrom), 부마스,

화이트(Craig White)의 평론처럼, 전전시대에 나타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근대적인 한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호손은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19세기 전반의 사회적인 모순에 대

한 대안으로서 모색된 사회개혁운동과 유토피아 공동체 설립 프로젝트를

그려내고자 했다. 그는 블라이데일(Blithedale) 공동체를 초기 청교도 식

민지 공동체와 유비함으로서 미국이 표방하는 이상적 가치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이중으로 강조한다. 인디언 원주민을 타자로 규정하고 지배

하고자 했던 엘리엇 사도와 블라이데일 공동체의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홀링스워스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호손은 미국 역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을 이끌어 낸다. 호손은 화자인 커버데일(Miles Covedale)을 통해

역사적 과오를 숨긴 채 기만적인 유토피아 판타지에 도취되어 있는 미국

적 자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 『블라이데일 로맨스』는 의미있

는 내러티브를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식의 한계에 부딪치며, 죄의식

에 괴로워하는 커버데일의 고해성사로 끝을 맺는다. 타자에 대한 계몽적

인식의 폭력성과 한계를 깨달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미국이 내파된

자신의 내면세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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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손의『블라이데일 로맨스』를 근대적 유토피아니즘과 관련하여 연구

한 벌랜트는 근대적 이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영웅적 지배서사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억압이 은폐되고 있음을 지적한다(Berlant

30-62). 벌랜트는 커버데일이 블라이데일 공동체에 대해 낙관적 희망을

피력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커버데일은 세계를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

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데(132), 이는 블라이데일 사람들의 현실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발밑에 ‘기만당

한 세대들의 먼지’(132), 즉 희망을 배신당한 역사적 기억이 숨겨져 있음

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벌랜트는 호손이 홀링스워스를 엘리엇 사도

(John Eliot)와 연결시켜 도덕적 사명이라는 지배의지의 가면을 쓰고 타

자를 교화하려 했던 미국의 역사와 정치학을 폭로한다고 지적한다. 여기

서 홀링스워스(Hollingsworth)의 관심사가 범죄자 교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풍자하는 효과를 만든다. 그들의 이상주의는 “보편

적 인간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교주의 체제를 강변하면서 주

변화된 타자만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Berlant

45). 호손은 엘리엇 연단에서 심각하게 설교하는 홀링스워스를 통해 엘

리엇 사도와 청교도 치안판사가 지배했던 미국의 과거 역사를 환기시킨

다. 이 장면에서 인디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자화된 여

성들과 지배권력에 순응할 것을 거부하고 당대의 젠더 통념에 합치되지

않는 성향을 지닌 비주류 남성이다. 엘리엇의 Praying Town과 홀링스워

스의 Philanthropy는 모두 사회로부터 분리된 폐쇄적 공동체였으며, 소수

의 외부인이 국외자들을 개조해 주류사회로 동화시키려 했던 독재적 구

조라는 점에서 근대적 유토피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교화 프

로젝트는 사심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이 강조되나 벌랜트는 유토피아

적 사고가 천년왕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고 국지적인 목적

에 도용되었음을 지적한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현실적

이해관계와 천년왕국의 이상을 의식적으로 혼동하려는 경향”이 있었으

며, 도덕적 명분을 공적인 담론으로 내세움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

당화하고자 하는 시도11)가 미국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호손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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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erlant 46-47).

호손의 시대였던 19세기 전반부에 엘리엇의 유토피아적 프로젝트는 다

시 조명을 받게 된다(Berlant 47). 엘리엇의 무사심적 사랑의 담론은 미

국 역사를 불가피한 섭리로서 재생산하고자 했던 전전시대가 발굴해 낸

청교도 조상의 정신적인 유산이 되었다. 청교도적 소명을 실천하려 노력

했던 홀링스워스와 엘리엇은 청교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적 유토피아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근대적 유토피아의 지배

서사는 초인적인 의지와 희생정신을 지닌 영웅을 상정하여 그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이상화하는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심 없는 사랑의 담

론을 주장하는 신화적 인물을 강조하여 공적 이상에 개인의 사적 욕망을

종속시킴으로서 근대 유토피아는 존속될 수 있다. 여기에 맞서 커버데일

은 홀링스워스의 유토피아가 개인과 집단, 사적영역과 공적영역간의 차

이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체제임을 지적한다. 청교적 유토피아 운동은 개

별적 자아를 부정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교도 정착민들과

인디언의 역사는 기만당한 채 먼지 속에 파묻히게 된다. 실제 역사에서

엘리엇의 Praying Town Project는 백인정착민들의 이해다툼과 적대적

인디언들로 인해 지속적 어려움을 겪다가 필립왕 전쟁으로 무산되고 말

았다. 결국 “미국적 유토피아 실험의 역사는 미국적 신화가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대신에, 국가를 대변해 평생 인디언을 관리하고 통제해온

엘리엇은 이상화되고 숭배”된다(Berlant 49).12) 이처럼 엘리엇과 홀링스워

스는 공적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헌신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얻는다. 그

들은 교화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사랑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그들의 사랑

11) 엘리엇의 전기를 쓴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미국역사를 천년왕국적 예형론의 입장에서

규정하면서 엘리엇을 모세와 동일시하여 인디언 교화를 도덕적으로 합리화한다. 문명이 미개한

사람들을 신의 섭리로 인도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Praying Town Project를 추진한 청교도

들은 인디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개종을 요구하였

다. 인디언의 갱생은 청교도적 관습체계를 전제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디언의

종교과 관습실천이 금지되고 전통적 삶의 기반이 해체되어 청교도의 지배가 고착화되는 사회

경제적 식민화가 이루어졌다(Berlant 46-47).

12) 엘리엇은 역사적으로 양가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로서 헌신적인 청교도로서 평가되는 동시에

위선적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는 금욕적이며 절제를 중시하였으나 완고한 인물이었으며

인디언 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자본을 축적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가 조성한 인디언

기금 중 일부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Berlan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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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적 사랑에 사적인 사랑을 종속시킬 것을 요구했다. 신학적인 열의

로 개인사와 집단사의 구분을 초월하여 하나로 일치시키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성은 억압되어야 했다. 결국 홀링스워스의 블라이

데일은 위대한 영웅 숭배로 역사적 과오가 은페되는 역사적 매장의 장소

가 된다. 이처럼 “미국적 유토피아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과거

에 대한 역사적 망각과 은폐로 인해 가능”해진다(Berlant 50). 완전한 미

국사 쓰기를 시도하는 것은 대량학살과 실패로 점철된 추문의 역사가 되

기에, 미국의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게 되면 유토피아적 이상은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보그스트롬은『블라이데일 로맨스』속에 드러난 근대 유토피아 사상의

인식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여성혐오와 페미

니즘과 같은 양립 불가능한 이데올로기 사이를 오가는 주인공 커버데일

이 상당수의 독자와 비평가들에게 비난을 받는 점에 주목”한다

(Borgstrom 365). 커버데일의 모순적 행태에 대한 혐오는 그를 창조한

호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전쟁 문제(Chiefly About

War Matters)’라는 제목의 에세이와 프랭클린 피어스(Franklin Pierce)

자서전에서 드러난 호손의 개인적 가치관과 정치적 신념이 문제시되고

있다.13) 호손이 인종위계를 인정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어

도망 노예법을 인정하는데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호손의 개인적 신념과 작품세계 사이의 긴장적 관계로 인해 전전시대뿐

아니라 현대의 독자와 비평가들까지도 호손을 비판해 왔다(Borgstrom

367). 그러나 보그스트롬은 커버데일의 비일관적 내러티브가 소설의 주

제인 지식자체의 한계와 해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정치라고 평가한다. 블라이데일 로맨스는 호손이 서

문에서 독자에게 당부한 것처럼, “허구와 실제 사이의 상응에 집착하지

않고 인식론적 유연성을 촉구하는 교육적인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Borgstrom 373). 비평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지막의 사랑 고백은

제한된 지식 추구의 위험성을 독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독자가

13) 호손은 노예제도를 악이라 규정하면서도 인간의 지성과 의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Borgstrom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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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고백을 인정하려면 커버데일의 비일관적 내러티브를 받아들여야 한

다. 커버데일이 듣지 못한 대화를 상상으로 재구성해서라도 내러티브의

공백을 메워서 다른 등장인물들을 이해하고자 애쓰듯, 독자도 커버데일

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독자가 커버데

일의 이야기를 거부하길 원한다면 커버데일 그 자신보다 독자가 그를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커버데일이 블라이데일 사람들

을 해석할 때 저질렀던 오류”이다(Borgstrom 379). 이처럼 호손은 역설

적인 결말을 통해 인식과 실재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다. 인식의 한계로

인해 해석이 협소해지고 편파적이 되어 버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독자

는 텍스트에 대해 사회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되, 자

신의 해석 오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커버데일의 고백을 듣

는 독자는 사제이자 판사 역할을 도맡게 되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자신의 해석에 대해 주의 깊게 성찰해 보게 되는 것이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 대한 두 편의 선행연구는 근대적 유토피아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비판하기 위해 계몽이성의 주체로 자인했던 남성 캐

릭터에 주목하고자 했다. 홀링스워스와 커버데일의 인식론적 편견은 타

자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내리게 해 이상적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연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공적 명분과 사적 이익간의 괴리를 만들어 냈

다. 하지만 커버데일과 홀링스워스의 한계를 무조건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보다, 그들이 왜곡된 해석을 내리도록 유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체

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벌랜트의 연구는 근대 유토피아 사상의

이분법적 젠더위계논리가 19세기의 가정성과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에

반영되어 블라이데일 속 등장인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

다. 벌랜트는 커버데일과 홀링스워스는 양가적 관계로 형상화되고 있음

에 주목하는데, 두 남성들은 친밀해 지고 싶은 욕망과 공동체에 대한 주

도권을 장악하려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다(Berlant 36). 여성

을 한정된 자원처럼 사이에 두고 강탈하려는 남성들은 경쟁구도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수립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벌랜트의 선행연구가

두 명의 남자 주인공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완하여, 본 논문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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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가정성과 영역분리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성주인공들이 여성에 대

한 왜곡된 해석을 낳게 되는 과정과 여성캐릭터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근대 유토피아의 가부장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자 한다.

토니 모리슨은 인종과 계급, 젠더의 위계질서 속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흑인여성의 관점에서 망각된 역사를 복원하려는 사명을 지속

적으로 실천해 온 작가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드러나듯이 그녀

는 “언어의 작인효과를 강조하며 지배서사와는 다른 새로운 내러티브를

건설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토니 모리슨, 아버지의 여행가방,

138). 흑인들은 언어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억압을 견디어야 했

기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결코 쉽게 이야기 될 수 없으며, 파편화

된 개인의 혼란스러운 내러티브로 겨우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모리슨은

소외된 하위 주체의 지워진 목소리를 흑인 공동체의 역사적 관점으로 연

결하여 흑인의 집단적 경험을 복원해 냄으로써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

하고자 한다. 흑인역사 3부작의 마지막 소설14)로 제시된『파라다이스』

에는 지배담론으로서 추상화된 국가의 역사적 서사가 억압적임을 비판하

고, 그것을 해체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루비의 건립

서사는 도덕적 선민의식에 기반한 엑소더스 서사로서 청교도 선조의 예

외주의 서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미국과 루비의 건국역사는 순수하고 단

일한 국가적 정체성의 기원을 강조하여 국가 내러티브를 만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 내부의 민족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획일

적인 근대적 국민이 탄생하게 된다. 모리슨은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지배서사에 맞서는 하위주체들의 서사를 중층적이

고 비선형적인 내러티브로 복원해 내고 있다. 그녀는 『파라다이스』에

서 흑인 고유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에서 유래한 구술전통을 활용한다. 흑

인 여성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대화의 축적에 의해 완성되는 내러티브

를 통해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생존전략을 전수해 왔다. 그들에게 있어

14) 모리슨의 소설 『소중한 사람』(Beloved)과 『재즈』(Jazz)에 이어 『파라다이스』는 미국 흑

인의 역사를 주제로 다룬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Widdowson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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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상대가 생각을 형성하게 된 배경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억압되었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다(패트리샤 힐 콜린스 426-427). 모리슨은 흑인 고유의 서술방식인

구전전통을 기법화하여, 단편화된 내러티브가 부분적으로 반복되면서 새

로운 의미로 확장되는 다층적인 내러티브를 구축함으로써 흑인이 경험한

진실을 그려낸다. 대화가 풍성하게 전개되듯이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겹

쳐지면서 등장인물에게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며, 독

자는 여러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주의 깊게 살피고 종합함으로서 복합적

인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 이처럼 모리슨의 혼종적이고 다성적인 서사의

분출은 억압받아온 주인공들의 감정과 생각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논의한 평론들은 주로 페미니즘과 미국 흑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작품을 해석해 왔다. 앤더슨(Melanie R.

Anderson)과 멜라드(James Mellard), 리드(Andrew Read)의 평론은 흑

인 여성 작가로서 모리슨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신진범과 이영철, 임정이, 고티어(Marni Gauthier)는 포스트모더니

즘에 입각한 소설 기법을 활용해 해체적인 역사 쓰기에 도전하는 모리슨

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데이빗슨(Rob Davidson)과 돕스(Cynthia

Dobbs), 플린트(Holly Flint), 메이버리(Susan Neal Mayberry)는 탈식민

주의적인 관점에서 소설 속에 재현된 흑인들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

다. 본 논문은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해 흑인 문제를 논의한 달스

가(Katrine Dalsgard)와 프레일-마르코스(Ana María Fraile-Marcos), 힐

프리치(Carola Hilfrich), 젠킨스(Candice Marie Jenkins), 위도우슨(Peter

Widdowson)의 평론처럼, 흑인만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미국 흑

인들의 유토피아 사상을 미국적 예외주의 사상과 연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달스가와 위도우슨은 『파라다이스』에서 독립된 흑인국가를 세우려 했

던 흑인 유토피아 사상의 근대적 한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달스가는 모리슨이 미국의 200년 역사를 흑인 시각에서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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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 예외주의와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Dalsgard 234). 그

녀는 19세기에 흑인분리국가를 건설하려는 주장에 예외주의 수사가 광범

위하게 이용되었음에 주목하고, “흑인의 예외주의는 백인의 억압에 맞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항담론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

한다(Dalsgard 237).『파라다이스』에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흑인들

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고립된 흑인공동체를 설립하기까지의 역사를 국

가서사로 만들게 된다. 하지만 모리슨은 루비 역시 백인들처럼 예외주의

서사를 잘못된 방식으로 내면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예외주의가 망각한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루비의 건국서사는 외부세계를 적대시하고 순

혈주의를 고집하여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루비를 가

부장적, 인종차별적 디스토피아로 만든다. 루비의 순혈흑인공동체는 실제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 중심주의로 표출된 흑인 예외주의의 부정적인 모

습을 그대로 닮아있기에 모리슨은 흑인분리국가를 이상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흑인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순혈흑인과 혼혈흑인 사이에 주도권

분쟁이 일어나 서로 반목하였으며, 흑인민족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흑

인 여성의 인권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이 존재했기 때

문이다.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 민족 내부의 다양성을 배제한 것은 흑인

이 맞서 싸우고자 했던 백인의 역사적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

다.

흑인 민족주의의 모순적인 역사를 비판하기 위해, 모리슨은 단일한 집

합의지를 가진 국민으로 개개인을 추상화해 온 근대 민족주의의 국가적

서사를 거부하고자 한다. 근대적 국가 서사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편파적인 것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배 서

사를 해체하기 위해 모리슨은 열린 결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형적이고

단성적 구조가 아닌 파편화되고 경쟁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루비 공동체

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파라다이스』에서는 전체 내러티브를 주도

하는 주인공이 없이 여러 여성 캐릭터의 이름이 각 챕터의 제목으로 사

용된다. 모리슨은 다양한 시간대를 혼란스럽게 오가며 사람들의 기억을

패치워크하듯이 재구성하여 주관적인 집단의 기억을 완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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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성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동참한 여성 주체들은 루비의 이

분법적 세계관으로 재단될 수 없는 해방적 공간인 수녀원에서 억압된 기

억들을 복원하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리슨은 여성들이 꿈꾸는 대안

적인 낙원을 미국을 벗어난 브라질 해변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족 국가의

폐쇄적인 경계를 초월한 일시적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Dalsgard 245). 모리슨은 대서양 중간 항로를 연상시키는 배경에서 순

혈이 아닌 혼종적인 존재인 콘솔레이타를 새로운 유토피아의 주체로 제

시한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작가는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흑인 민족주의

유토피아와 선민적 우월의식으로 타자를 폭력적으로 억압해온 미국의 예

외주의적 유토피아 사상을 초월하고자 한다. 결말 부분에서 수녀원 여성

들이 사라지고 생사여부가 불투명하게 제시된 것 또한 대안적인 유토피

아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거짓된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낙원이 아니라, 다시 싸우기 위해 기력을 회

복할 수 있는 일시적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유토피아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녀는 “폐쇄된 체 영원히 지속되는 정체된 낙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

적 내면에 살아있는 일상적이고 비국가적인 낙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Dalsgard 245).

위도우슨의 연구 또한 달스가처럼 흑인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루비를

미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흑인분리주의 유토피아 사상과 미국

적 유토피아 사상을 모두 비판하고자 한다(Widdowson 313-335). 모리슨

은『파라다이스』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역사적 시대를 구분하여 흑인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강조했다. 우선 소설의 현

재로 묘사된 60년대 중반부터 1976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해 민권운동시기

흑인의 미국사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 남북전쟁 이후 노예해방기에서부

터 재건이 실패하기까지 재건시대의 맥락 속에서 헤이븐과 루비의 건립

역사에 대해 묘사한다. 셋째로 소설의 현재 시점인 1976년을 민권운동의

쇠퇴기로 형상화하여 모리슨은 첫 번째 재건시대의 역사와 두 번째 재건

시대인 민권운동시기를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억압받는 하위주체의 관점

으로 건국 200주년인 1976년의 참상을 그림으로서 전반적인 미국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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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역사로 규정한다(Widdowson 318-319). 모리슨은 미국의 200주년

역사 속에서 흑인에게 중요했던 전환점인 독립선언과 재건시대, 그리고

민권운동 시대를 돌아보고,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과오로 인하여

흑인에게 미국은 여전히 디스토피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특

히 모리슨은 “국가재건시기를 재조명하여 참정권이 흑인남성에게만 주어

진 결과, 100년후 루비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었음을 강

조”한다(Widdowson 322). 첫 번째 재건의 실패는 두 번째 재건의 실패

를 불러 일으켰고, 역사적 모순이 누적되어 현대의 미국은 혼란스럽고

분열된 사회가 되었다. 모리슨은 흑백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흑인 민족주

의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흑인 분리주의 운

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루비의 가부장처럼 흑인 민족주의는 흑인의

순혈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혼혈 흑인을 억압해 왔다. 흑인의 유토피

아가 되고자 했던 루비는 영역분리의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에 지배되는

사회로 루비가 적대시했던 백인의 외부세계와 결코 다르지 않기에, 루비

에서 억압받았던 여성들과 수녀원 여성들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달스가와 위도우슨이 지적했듯이 흑인독립국가운동이

미국적 근대 유토피아 사상의 가부장적 측면을 답습해 왔다는 점에 주목

하고자 한다. 특히 억압적 인종위계 속에서 흑인의 열등함을 강조했던

백인에 대항하기 위해 순혈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온 흑인분리주의 유토

피아의 이상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비의 남성지도자들이 전

도된 예외주의적 이상으로서 가부장적 순혈 이데올로기를 지배담론으로

삼아 여성들을 억압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여성들이 이에 대응하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찾아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호손과 모리슨은 근대적 유토피아를 자임하

고자 했던 미국의 이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호손은 19세기 백인 남성 작가로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역

사에 대한 원죄의식을 고백하고자 하며, 모리슨은 20세기 흑인 여성 작

가로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가까스로 생존해야 했던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의도하는 것은 이분법적 시각에 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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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로 두 작가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의 주인공 커버데일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은

지배담론에 때로는 포섭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갈등하는 양가성을 보여

준다. 시대적 억압이 개인에게 비친 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들 모두

는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모리슨의 『파

라다이스』속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역시 계급과 인종과 젠더위계가

얽히는 현실 속에서 자기 정체성 확립에 위기를 겪으며, 지배 이데올로

기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역사적 진실에 접

근하기 위해 두 작가는 확고하고 단일한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복합적이

고 양가적인 캐릭터와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의 부

정적 측면을 비판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다시 상상해 볼 여지를 남기

고자 한다.

사전트(Lyman Tower Sargent)는 “유토피아의 종언으로 요약되는 환멸

의 20세기 이후에도 유토피아적 사고는 더 나은 현실을 위한 상상력을

창조해 내기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한다(Sargent 156). 유토피아는 여

전히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의 현실을 불편하게 느

끼도록 도발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다

양한 관점차가 반영된 것으로서, 단일한 구심점이 있기 보다는 여러 가

지 쟁점들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으로 모순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

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역사적 현실 속에 등장하는 개인들의

관계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 보다는, 계급과 인종, 젠더

위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주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실천하려 하는지가 호손과 모리슨의 관심사이다. 본 논

문은 두 작가의 작품 속에서 미국이 근대적 유토피아로서 양가적으로 재

현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인종주의

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중첩되어 타자들을 억

압하는 양상과, 이에 대한 하위주체들의 대응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근대

적 유토피아로서의 미국을 지양하고, 새로운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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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블라이데일 로맨스』에 나타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

1. 미국적 유토피아를 위한 환상극장(Phantasmagorical Theater)

호손의『블라이데일 로맨스』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대안

공동체 블라이데일(Blithedale)에 합류한 사람들의 꿈이 좌절되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다.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 사회

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미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신념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

하게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본 논문은『블라이데일 로맨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전전시대에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개혁운동이 미국에

출현하게 된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을 조명하고, 전전시대의 사회개혁운

동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근대화된 미국 사회의 전형으로 소개

되고 있는 보스턴의 대중문화에 주목하고, 당대의 대중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추구했던 근대적 유토피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사회는 블라이데일 공동체의 모델인 브룩 팜

(Brook Farm)과 같은 대안적인 소규모 공동체들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

었을 정도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표출되었던

시대였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청교도 선조들이 지녔던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의지를 계승하겠다는 도덕적인 사명을 가지고 개혁 공동체에 합류

했다. 특히 호손이 살고 있었던 뉴잉글랜드 지역은 183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혁명적 사상이 유행했던 곳으로, 호손은 동료

지식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회개혁 사상에 대해 일부 동조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특히『블라이데일 로맨스』는 전전시대 개혁운동에 대한 호

손의 직접적, 간접적인 체험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호손은 전전시대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운동을 포괄적으로 소

개하고, 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요인과 개혁 운동의 한계를 제

시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미국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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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여성운동과 범죄자 교화운동, 사회주의 대안 공동체 운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회개혁운동이 펼쳐졌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금주 운동은

전전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사회 개혁 운동으로,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공

감대를 형성한 운동이었다.15) 금주 운동가는 음주가 실업과 가정 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노동 계층의 남성들에게 자기 절제와 검약 같은

중산층의 미덕을 가르쳐 성실한 노동자가 되도록 교화하려 했다.

전전시대에는 도시 빈민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작품 속에서

무디의 주거지로 묘사되고 있는 보스턴 빈민촌의 비참한 풍경이 보여주

듯이, 1830년대 이후 미국의 대도시에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도시 빈민층의 폭동 가능성을 우려했던 중상류

층 미국인들은 도시 빈민 운동을 통해 지나친 노동 착취를 비판하며 빈

민을 구제하려 했다.16)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회 개혁 운동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노예제 반대운동이라고 볼 수 있

다. 1820-30년대에 걸쳐 미국 사회에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사회적 여론

이 형성된 결과, 184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노예 폐지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예제 반대운동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호손은 가장무도회 장면에서 사적 영역에 예속되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전시대 미국 여성들과 노예제로 인해

억압받았던 흑인들의 처지를 유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여성 운동은

노예해방운동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싹트게 되었다. 흑인 노예의 인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던 미국의 중산층 백인 여성들은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억압해온 사회적 모순을 깨닫게 된다.17)

15) 금주 운동은 주로 청교도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운동이었다.

금주 운동은 가정성의 미덕을 강조하는 전전시대 대중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활용되었다(Cain

7).

16) 중상류층 출신의 도시 운동가들은 교화소와 정신병원, 구호소, 소년원, 공장과 같은 단체를 운

영하여 빈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들은 엄격한 훈육과 위계질서를 통해 자립 가능한 노동

자를 양성하려 했다(Ibid 8).

17) 미국의 중산층 여성들은 1830년대에 노예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종속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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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인 제노비아를

통해, 전전시대에 부상한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제노비

아는 여성에게 폐쇄적이었던 전전시대 미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에 모습

을 드러낸 페미니스트이자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전전시대의 일반적인 여성들과 달리 가명으로 쓴 저서를 출판하거나 무

대에서 연설하는 등,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사

회적인 파문을 일으킨다. 커버데일이 제노비아에게서 빌린 상드(George

Sand)의 소설은 제노비아가 헌신하고자 했던 페미니즘과 사회개혁운동

의 성격에 대한 암시를 준다. 호손은 제노비아를 상드 소설 속의 여주인

공처럼 당대의 관습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신분의 격차를 초월한 사랑

을 추구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제노비아는 차별없는 인간애를 표방

한 블라이데일 공동체에 합류하여 젠더에 의한 억압과 차별이 사라진 자

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고자 했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개혁운동은

감옥개혁운동이다. 호손은 감옥개혁운동에 대한 집념을 지닌 홀링스워스

를 통해, 전전시대 사회개혁운동에 내재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을 비판

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감옥개혁운동가들은 감옥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를 변화시키는 대안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

다.18) 홀링스워스는 당대의 감옥개혁 운동가들처럼 도덕적 훈육과 적절

한 감옥 시스템을 통해 범죄자를 도덕적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전전시대의 감옥 개혁 운동은 도덕적 회심을 강조하는

청교주의 전통과, 사회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인간 개조를 꿈꾸는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이 결합된 미국적인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전시대의 수많은 개혁운동 중에서 호손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회개

을 강요받았다. 여성 노예 해방 운동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은 세계노예인권대회에서 여성

이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하자, 여성의 종속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다. 1848년에 스탠튼은

독립 선언을 개정해 만든 ‘유감 선언문(Declaration of Sentiments)’을 통해 여성을 억압해온 미

국 사회를 비판하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했다(바바라 J. 맥해피 48).

18) 전전시대 미국의 감옥개혁협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

르게 된다는 신념을 지지했다. 감옥개혁운동가들은 질서있는 환경이 질서있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며, 쾌적하고 경건한 환경이 죄수에게 정신적 안정을 복원해 주리라 믿었다

(Buma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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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운동은 사회주의 대안 공동체 운동이다. 1830년대 말 과도한 투기로

인해 미국 최초의 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실감하게 되었다. 국가 신용의 하락과 조

업 철회, 중산층의 파산문제,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당대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개혁가들은 소

규모의 가족 공동체를 설립해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의 모델로 삼으려 했

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원칙을 폐기하고 협력과 상생의 원칙

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조지 리플리(George Ripley)가 세운

브룩 팜은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회주의 대안 공동체로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노동과 여가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었

다. 실제로 호손은 적절한 수입을 보장 받으면서 창작의 영감을 얻으려

는 목적으로 브룩 팜에 합류했다(Cain 2).

호손이『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운동

은 심령주의(Spiritualism)이다. 심령주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탐구한다

는 점에서 현실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천착했던 다른 사회개혁운동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 인간이 신성을 체험할 수 있

다고 믿은 심령주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적인 원리로 해명하려는

근대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호손은 작품 속에서 심령주의를 사회

개혁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시화해 보여주는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

다. 당대의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운동은 모두 인류의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하여, 인류애와 고차원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호손의 시대에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 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근대화로 인해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이 처해 있던 물질적 환경과 정

신적인 토대가 혁신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선진적인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근대적 유토피아 국가

로서의 이상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게 되었다. 전전시대의 미국은 서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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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여 대내외적으로 근대적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

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국민적 구호를 이용해, 미국인들이 영토 확장을 통해 자

유와 자치 정부라는 위대한 실험을 멀리 확산시켜야 하는 도덕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미국 역사를 불가피한 신

의 섭리로 해석하여 팽창주의 정책을 합리화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전시대에는 대중문화와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청교도 선조

들의 업적을 신화화하려는 노력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일례로 선교사 엘

리엇의 인디언 교화 프로젝트는 청교도 조상의 도덕적 사명감을 증명해

주는 모범적 사례로 인정되었으며, 엘리엇은 초인적인 의지와 희생정신

을 지닌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다(Berlant 46). 실제 모습과

달리 완벽하게 영웅으로 미화된 엘리엇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국가적 사

명에 대한 감상적인 낙관주의를 심어주었다. 엘리엇을 영웅으로 신화화

함으로서,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청교도의 후예로서 도덕적 유토피아를

현실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예외주의적 선민의식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

다.

이처럼 미국의 청교주의 전통에 내재된 천년왕국에 대한 열망은 전전시

대에 사회개혁운동이 발아하게 된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개혁운동을 통

해 근대적 천년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는 전전시대의 미국이 누리고 있

었던 물질적 번영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전전시대에 미국

은 과학기술과 산업자본의 융성으로 인해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한 강대

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이 성취한 물질적인 번영은 청교주의적 신

념에 입각해 도덕적 사명을 실천하려 노력한 미국인들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로 해석되었다. 근대화를 통해 물질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얻은 대중들은 과학 기술의 진보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

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지닐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물질적인 성

공에 고무된 대중들은 개인과 사회를 도덕적으로 개선해 미국적 유토피

아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19세기 전반 유럽에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은 전전시대에 사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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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 사상적인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 전전시대

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정체성이 타락한 구세계 유럽과 대비되는 도덕적

인 이상 국가라고 여겼다. 특히 미국의 지식인들은 유럽의 선진적인 문

화와 사상을 미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해, 유럽을 능가하는 이상적인 국

가를 건설하려 노력했다. 전전시대의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유

럽 개혁 사상으로는 푸리에리즘(Fourierism)이 있다. 푸리에리즘을 미국

에 소개한 알버트 브리즈번(Albert Brisbane)은 빈부격차와 노동 착취와

같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했던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사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푸리에리즘을 미

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19) 근대화로 인해 과도기적 불안에 빠져 있

던 미국인들에게 사회적인 대안을 제공하려 했다. 브리스베인을 위시한

미국의 푸리에주의자들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가능한 공동 주택

(Phalanx)를 통해, 다양한 재능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모아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20)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푸리에리즘

을 전전시대의 사회개혁사상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 푸리에리즘을 통해 당대 개혁운동의 양가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

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남북전쟁 이전 시대에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열

망이 강화된 것은 근대화로 인해 국가적, 물질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미

국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전전시대의 사회개혁운동들은 각기 다양한

목표와 방법론을 지니고 있었지만, 당대의 미국인들은 청교주의의 도덕

적 사명감과 근대적 유토피아관이 결합된 미국적 낙관주의를 원동력으로

삼아 이와 같은 개혁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전전시대 사회개혁운동은

19) 브리즈번은 미국에 푸리에리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를 부정하고 자유 연애를 권

장하는 원조 푸리에리즘의 과격한 젠더 사상을 제외시켰다. 브리즈번은 청교주의 전통으로 인

해 엄격한 성윤리를 추구했던 미국적 정황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D'Amore 165).

20) 푸리에가 강조한 집단 공동체 생활을 위해 설계된 공동 주택인 Phalanx는 산업화로 인해 미

국 전역에 생겨난 교외 공간에 최적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과학 기

술이 발달하고 있었던 전전시대 미국에서 대도시 근교의 전원에 위치한 Phalanx는 기계와 자

연, 산업과 농업, 공적인 노동생활과 사적인 가정생활, 근대와 전근대적 생활양식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다(D'Amore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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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주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대의 미국

인들은 인간의 원죄를 강조했던 선조들의 부정적인 인간관을 탈피하고,

개인의 도덕적 쇄신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그들은 개인의

도덕적 갱생이 국가적 갱신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개인과 사회의 개혁

을 통해 미국에 세속적 천년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인간을

합리적 계몽이성을 지닌 존재로 신뢰했던 근대적 낙관주의는 새로운 조

직과 제도, 기술의 도입으로 기존 사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대중들에게 제공했다.

이처럼 청교주의의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과 과학과 기술 혁명이 가져올

진보에 대한 낙관은 세속적 유토피아가 임박했다는 환상을 대중들에게

심어 주었다. 당대의 대중들은 근대화의 선두주자로서, 도덕적 사명감과

민주주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유토피아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전전시대의 미국은 근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인디언 원주민, 흑인들을 타자화하는 오류를 저질러 왔

다. 전전시대 미국의 영토 확장과 산업 발전의 역사는 곧 백인 프로테스

탄트 남성이 타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여 지배를 합리화하고, 노동을

착취한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본래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기원은 지

상에서 신의 섭리를 구현한 도덕적 국가를 세우려 했던 청교도 선조들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전시대 미국은 청교주의적 천년

왕국의 이상을 세속화하여, 과학기술과 자본의 위력에 기댄 계몽의 논리

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제국주의적 병합을 합리화했다. 전전시대의 미

국을 주도한 지배 계층은 근대화를 추진할 자격이 있는 이성적인 주체로

스스로를 정의함으로써 타자를 지배할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그들은 국

민들에게 단선론적 역사관과 사회관을 제시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입각해 사회를 통제하면 이상적인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변

했다.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근대적 유토피아의 실현 주체로서 전

전시대 미국의 사회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근대 남성의 문제점에 주목하

고 있다. 전전시대 미국을 지배했던 백인 프로테스탄트 남성은 근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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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자임하며,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고를 통해 여성과 유색인종

을 타자화하는 오류를 저질러 왔다. 작품 속에서 호손은 근대적 남성 주

체의 이러한 도식적인 논리가 전전시대 미국의 영역분리와 가정성 이데

올로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설 속의 남성 캐릭터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대립시키고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 짓는 이분법

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결과, 가짜 유토피아의 기만적인 허상

에 홀려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홀링스워스와 커

버데일은 이와 같은 인식론적 편견으로 인해 블라이데일 공동체의 사람

들을 왜곡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이상적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요

한 연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공적 명분과 사적 이익간의 괴리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포기하게 된다. 호손은 홀링스워스가 남성적 권위

를 통해 블라이데일 공동체를 장악하고, 타자를 강제로 교화해 억압적이

고 폐쇄적인 근대 유토피아 사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커버데일의 시선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호손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주의를 대변하

는 캐릭터인 웨스터벨트(Westervelt)가 베일 여인 공연에서 근대적 남성

주체로 자신을 연출하여, 당대의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비판적으

로 형상화하고 있다. 웨스터벨트는 대중들에게 근대적인 과학기술과 도

덕적 천년왕국의 이미지를 결합한 세속적 유토피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

써 대중들이 지니고 있었던 미국적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준

다. 그러나 호손은 웨스터벨트가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상품화하는 과

정에서 가난한 노동 계층 여성을 착취하고, 그녀의 실체를 은폐하는 기

만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폭로한다.

이처럼 호손이『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전시대 유토

피아 운동의 문제점은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

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작품 속에 반영된 블라이데일 공동체는 폐쇄적이

고 절대적 완결성을 강조하며, 총체적인 전체주의 사회라는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호손이 묘사한 블라이데일 공동체는 배타적인 고립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근대적 유토피아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주류 사회와의 완전한 격리를 선언하고, 청산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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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부패한 체제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의 땅위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호손은 블라이데일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을 미국을 건

국한 청교도 선조와 유비함으로써, 미국의 청교주의 전통에 내재된 배타

적인 유토피아관을 비판하고 있다. 블라이데일과 보스턴 사회를 끊임없

이 대조하며 블라이데일의 도덕적 우월함을 강조하는 커버데일의 모습에

는 전전시대 개혁 공동체에 참여했던 수많은 이상주의자들과 신세계에

도덕적 낙원을 건설하고자 했던 청교도 선조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커버

데일은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보스턴의 풍경과, 인류애와 이상

을 향한 열정을 상징하는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블라이데일의 모닥

불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커버데일이 떠나온 보스턴은 혹

독한 추위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녹을 리 없이 보이는 눈이 도시의

지붕과 보도 위를 뒤덮고 있는 곳”(44)이다. “인간을 압박하는 듯이 줄지

어 서 있는 도시의 벽돌집들은 난로에서 발산되는 열기와 다른 집에서

내뿜는 온기를 모두 빨아들인다”(45). 커버데일은 도시의 개인들이 살아

가는 사적인 가정을 ‘에스키모의 얼음집’(44)에 비유하며 자본주의 사회

의 냉혹한 현실을 비판한다. 사적 영역에 개인을 고립시켜 인간 소외를

유발하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한 커버데일은 도시의 매연에 찌든 공기

와 보도에 쌓인 눈 위의 수많은 발자국을 뒤로 하고 인간이 지나간 흔적

이 없어 보이는 시골길을 따라 블라이데일로 이동한다.21)

블라이데일에 도착한 커버데일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듯이 빛나던 모

닥불은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한 열정을 환기시키는 이미지가 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커버데일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된다. 인류애를 상

징하는 모닥불은 차가운 현실을 상징하는 눈을 녹이고 온기로 커버데일

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든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격에서 어긋난 억

세고 다루기 힘든 나뭇가지를 모아 피워 올린 모닥불”처럼(46), 주류 사

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블라이데일에 모여 인류애의

불꽃을 피우려 했다. 커버데일은 공동체의 모닥불을 청교도 조상이 피웠

21) 커버데일은 도시의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혹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하려고 애쓰는

인간들의 흔적을 “낡은 인습주의의 흔적”(45)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는 블라이데일의 토양 역

시 “기만당한 세대의 먼지로 뒤덮여 있다”(132)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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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모닥불과 비교하면서 청교도 선조들의 도덕적인 사명을 계승하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낸다. 모닥불 장면을 통해 커버데일은 블라이데일 건국

초기의 도덕적 이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버린 전전시대의 미국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타오르는 모닥불에 비친 공동체의 남성

들이 자애롭고 희망적으로 보였으며, 여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보였다”고(54) 회상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커버데일의 눈에 비친 블

라이데일은 목가적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로, 경쟁과 갈등이 없이 평화롭

게 공존하며 아름다운 여성들과 자연 속에서 미를 향유하는 곳처럼 보인

다. 커버데일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을 꺼트

리지 않고 지속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사회와 분리된 공간에서 목가

적 낙원을 꿈꾸었던 그들은 원시적 공산주의 공동체를 연상시키는 의고

적인 유토피아를 이상향으로 추구하려 했다. 하지만 소박한 노동으로 검

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이들의 현실인식은 지나치게 낭만적

이다. 모닥불 앞에서 유토피아의 판타지에 젖어 있던 커버데일을 냉소하

는 듯이, 호손은 현실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일러스 포스터(Silas Foster)

를 등장시켜 “잔가지로 피우는 모닥불이 금새 꺼져 버릴 것”(55)이라는

복선을 제시한다. 현실 감각이 결핍된 안일한 이상주의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자신이 목가적 낙원의 농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했지만, 그가 꿈꾸었던 목가적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몽상에 불과했다. 블라이데일이 자리한 뉴잉글랜드의 전원은 이미 시장

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농부는 땔감으로 쓰

이는 나뭇가지가 조금이라도 시장가치가 있으면 모두 팔아버리기 때문에

모닥불을 절대 환하게 지피지 않는다”(54)는 문장에서 암시되듯이, 사실

블라이데일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풍

족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근의 농부들과 보스턴의 시장에서 경쟁

하기 위해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다.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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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떠나 왔으나, 그들은 여전히 노동을 통한 생존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유산계급 출신으로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무지했던 커버데일은 자본주

의가 지배하는 현실의 위력을 깨닫지 못한 채,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노동관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커버데일은 남성들이 감내해야 하

는 힘겨운 육체노동을 낭만화 하려 한다. 커버데일은 들판 노동에서 힘

겨운 노동의 이미지를 박탈하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노동의 결과로

얻은 근육을 과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한다. 훗날 블라이

데일 사람들이 육체노동으로 인해 “강인해진 남성들과 전설적인 미녀,

우아한 아가씨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 묘사될 것”(132)이라고 믿는 커버

데일은 후손들이 마치 영웅적 서사시의 주인공들처럼 자신과 공동체 사

람들을 평가해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향유하고자

한다.

브라운(Gillian Brown)은 커버데일이 블라이데일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장면에서 커버데일의 낭만적인

노동관과 여성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Brown 98-99).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타락한 현실 세계를 연상하게 만듦으로써, 커버

데일의 유토피아적 이상을 퇴색시켜 버리는 존재”이다(Brown 98). 커버

데일은 블라이데일의 여성이 낙원의 이브처럼 “가마솥도, 수선할 옷도,

세탁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49)로,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과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거칠고 힘든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영역 분리와 가정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여성의 노동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채, 여성을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노동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류층 노

동계급 출신 여성인 프리실라(Priscilla Moodie)가 만든 취침용 모자와

지갑을 심미적인 예술작품으로 낭만화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진다.22) 커버

22) 프리실라는 당대 사회에서 가장 하류층에 해당했던 재봉사 출신으로, 도시에서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지갑과 모자를 제작해야 했다. 전전시대 미국에는 프리실라처럼 가정 영역 바깥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 계급의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노동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

지 못했으며, 가정의 천사 역할에서 벗어난 존재로 규정되어 온전한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했

다. 블라이데일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그녀는 바느질 노동에서 해방되어 다양한 가사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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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은 장시간의 육체노동에 시달려 쇠약해진 프리실라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프리실라의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여성적인 미덕을 갖춘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노동 착취로 인해 발달하게 되었을 숙련된 바느

질 솜씨를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찬탄을

아끼지 않는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블라이데일이 브룩 팜의 운영체제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블라이데일 사

람들은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평등한 노동 분배의

법칙을 실천하고, 개인의 취향과 재능에 맞는 노동을 부과해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할 여유가 있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실 감각

이 부족했던 지식인들이 꿈꾸었던 노동의 천국은 현실 세계에서 결코 실

현될 수 없었다. 힘겨운 노동에 지친 육체 앞에서 지식과 문화를 추구하

려는 열정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호손은 육체 노동에

좌절한 지식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해방된

프리실라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도의 가사 노동을 즐기며 변화된 환경

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설정을 통해 호손은 전전시

대의 개혁운동가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 피상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지니

고 있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블라이데일의 모델이 되었던 브룩 팜은 자

본주의 사회의 경쟁적인 노동 시스템을 거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시장

경제 체제를 닮아가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 주게 된다. 1844년에 브룩

팜은 농본주의를 지향했던 운영방침을 폐기하고, 푸리에의 경제 개혁안

을 채택해, 산업과 교육을 지향하는 단체로 변화를 시도한다(Brown

100). 브룩 팜은 푸리에리즘을 수용한 결과, 산업화된 경제 구조의 핵심

인 제조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유사한 곳

으로 변해 갔다. 커버데일은 블라이데일이 브룩 팜처럼 초심을 잃고 푸

리에리즘으로 전향하여 공동체가 몰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303). 그

러나 충분한 계획과 고민 없이 안일한 방식으로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개혁운동가들 또한 대안 공동체의 몰락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

체험하게 된다. 바느질이 아닌 노동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서투르다는 평가를 받았

지만, 프리실라는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하며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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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블라이데일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전전시대의 개혁 운동

가들은 주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균형 잡힌 현실감각을 갖추지 못한 채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있

었던 개혁 운동가들이 한계에 부딪치자, 그들이 거부하고자 했던 자본주

의의 현실원칙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전시대 개혁운동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습적

인 보수주의자이자 물질의 노예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도덕적인 우월

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호손은 블라이데일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

을 통해 이들의 도덕적 선민의식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계급적 지위나 재산의 소유 여부로 인간을 평

가하고 차별하는 보스턴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하

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공동체를 실현하려 했다. 그러나 형제애를 추

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그들은 신분의 장벽을 허물지 못했으며, 계급적

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떨쳐 버리는데 실패한다. 도시의 가난한 노동계

급 출신인 프리실라가 초대받지 못한 채 블라이데일에 도착해 사람들에

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류층 신분을 지닌 구성원들은 프리실라를 진

심으로 환대해 주지 않고 그녀에게 거리감을 둔다(37). 반면 프리실라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일러스 포스터와 홀링스워스는 위축되어 있는

프리실라에게 먼저 도움을 제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프리실라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준다(39). 또한 블

라이데일에서 노동 계층을 대변하는 사일러스 포스터와 그의 아내, 하녀

들이 힘든 노동을 주도하며, 공동체의 재정 상황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은 그들에게 계급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가식적인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안목의 소유자인 사

일러스 포스터는 블라이데일 사람들이 지닌 감상적이고 낙관적인 이상주

의의 맹점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현실감각을 되찾도록 조언을 해 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커버데일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 충분한 지식

과 교양, 예의범절을 갖추지 못한 포스터를 무식한 야만인(59)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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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와는 달리, 보스턴으로 상징되

는 세속의 세계와 완전히 심리적인 단절을 이루지 못했다는 역설을 보여

준다. 재산이나 지식, 또는 계급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는 오만과 이에 굴

종하는 나약한 모습,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롱하고자 하는 권력욕과

형제애를 조롱하는 회의주의까지 블라이데일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은 속

세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커버

데일은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동참해 형제애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지

니고 있었으면서도, 무디(Faunteloy Moodie)의 부탁을 거절하는 모순적

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홀링스워스와 제노비아는 모두 인류애를

강조했지만, 정작 가까운 주변 인물들을 불신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제노비아는 목가적 유토피아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처

럼 포용력 있고 따뜻한 여성으로 자신을 연출하고자 했지만, 보스턴에서

그녀는 인공적이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 세속적이고 냉정한 면모

를 드러낸다.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자본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보스턴을

비판하며 도시 문명과 단절을 시도하려 했지만, 전전시대의 물질 만능주

의 풍조는 이미 널리 확산되어서, 개혁 공동체의 사람들마저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적인 경쟁 원칙에 이미 잠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설

정을 통해 호손은 주류 사회와 거리를 둔 전원으로의 이주와 노동 제도

의 개혁을 통해 도덕적인 이상을 쉽게 실현할 수 있으리라 여긴 블라이

데일 사람들의 낙관적 이상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를 통해, 청교주의적 이상주의와 세속적

자본주의 사이에서 혼란과 분열에 빠져 있는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을 형

상화하고 있다.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 결핍된 등장 인물들은

도덕적 선민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했던 전전시대 미국인들의 기만적

인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전시대 미국인들은 블라이데일 사람

들처럼 질투와 증오, 무자비, 교만, 과대망상과 같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

해 인간관계의 분열을 체험해야 했다. 토크빌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도덕적인 이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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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형으로 세속화”되고 있었던 것이다.23) 이처럼 미국의 청교주의적 이상

이 세속화되고 변질되어가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던 호손은, 홀링스워스

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전전시대 미국인들의 반성적 자기 성찰을 유도하

고 있다.

“신성한 가치”를 의미하는 듯한 홀링스워스(Hollingsworth)의 이름은

그 자체로 청교도적 사명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홀링스워스

는 호손이 『블라이데일 로맨스』를 쓸 수 있도록 소설적 영감을 제공한

캐릭터로서, 처음에 그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정도

로 호손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인물이다.24) 홀링스워스는 청교도 선교

사처럼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공동체의 성공에

대한 신념을 불어넣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커버데일은 인류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홀링스워스의 모습(65)을 보고 그

의 진지한 도덕적 열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그는 급속도로 세속화

된 당대 사회에서, 홀링스워스처럼 진실한 태도로 신앙을 실천하려 애쓰

는 사람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고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홀링스워스

의 현신적인 면모를 하느님의 사랑과 부드러움을 대변해 주는 성직자에

비유한다(65).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개인적 도덕성을 함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인 사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려는 홀링스워스는 “경건한 개인들이 건강

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적인 신앙을 강

조했던 청교주의의 언약사상”을 떠올리게 한다(정경식 40). 개인의 삶을

신의 뜻대로 영위해, 경건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

23)  1830년대 초반에 미국을 방문했던 토크빌은 전전시대의 미국을 관찰한 뒤, 미국인들이 사회

적인 평등을 열렬히 추구한 결과 계급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성공했지만,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타인을 상호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가 보

기에 미국인들은 매사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며, 민주국가

의 국민으로서 인류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인류에 대한 애정의 폭은 넓어졌으나 그 농도가 묽어져 구체적인 대

상에 대한 헌신적 봉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미국인들의 양가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알렉시스 드 토크빌 76).

24) 호손은 첫 원고에서 「Hollingsworth: A Romance」라고 설정했던 제목을 「The Blithedale

Romance」로 변경하였다(Buma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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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던 언약사상은 19세기에 사회계약사상으로 발전하여, 사회와 국

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25) 그러나

청교주의의 양가적 측면을 모두 구현하고 있는 홀링스워스는 무사무욕의

미덕과 자비심을 지니고 인류애를 추구하는 반면에, 지나치게 완고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홀

링스워스가 양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 언약사상은 긍

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참여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도덕적인 선민의식을

강화하여 인간을 감시하고 처벌하며, 편협한 교리를 강요하여 자유를 억

압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홀링스워스는 전전시대 개혁운동가들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도덕적

선민의식의 역사적 근원을 상기시키는 존재이다. 호손은 작품에서 홀링

스워스를 엘리엇 선교사와 비교함으로써, 블라이데일 공동체의 배타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다. 엘리엇이 인디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연단에

올라 설교했던 것처럼, 홀링스워스는 엘리엇 연단에서 타자화된 여성들

과 관습적인 남성상을 벗어난 커버데일에게 청교도 남성의 우월함을 설

파한다. 청교도 선조들처럼 홀링스워스는 인간사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주변 사람들을 쉽게 타자화하며, 그들을

강제로 심판하고 교화시키려 한다. 호손은 홀링스워스를 엘리엇 사도와

연관지음으로써, 도덕적 사명이라는 지배의지의 가면을 쓰고 타자를 교

화하려 했던 미국의 역사와 정치학을 폭로한다. 호손은 엘리엇 선교사와

홀링스워스의 유비를 통해, 전전시대의 개혁운동에 도덕적 명분을 공적

인 담론으로 내세워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는 면모가 있음을 비

판하고 있다.

청교도 선조들을 대변하듯이, 블라이데일에서 홀링스워스는 인간의 속

죄를 강조하며 범죄자를 도덕적으로 교화하는데 헌신하고자 한다. 하지

만 홀링스워스는 범죄를 유발하는 심리적 동기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

민도 없이 편협한 청교주의 윤리를 강요하며, 자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25) 19세기 전반부터 남북전쟁에 이르는 전전시대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언약 사상에 기반해 사

회악으로 여겨졌던 노예제를 폐지하고, 금주운동, 빈민구제운동 같은 사회개혁운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려 했다(정경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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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열등한 타자로 규정해 강제로 변화시키려 한다. 죄지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정다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는 인간

상호간의 진정한 소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추상적인 인류애를 맹목

적으로 추종하는 것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홀링스워스는 감옥

개혁운동에 열성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죄를 지은 인

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교화소 건물을 건설하는 문제에만 주력한다. 홀링스워스는 사적 프라이

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를 선택해 교화소 건물을 세울

부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의 의도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지를 한눈

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교화소를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97). 그가 집착하는 교화소 건물은 “푸코

(Michel Foucault)의 원형감옥과 같은 곳으로, 개인의 영혼을 감시하는

근대적이면서도 청교주의적인 감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umas 132

).26) 멀리서도 눈에 잘 뜨이는 언덕에 교화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방을

관찰하려는 그의 계획은 자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적인 프라이버

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공적인 이상에만 전념

할 것을 요구하는 홀링스워스는 인간을 타락하기 쉬운 존재로 규정하고,

감시와 훈육을 통해 타인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한다.

결국 홀링스워스가 건설하려 했던 교화소는 사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

고 공동체에 자신을 헌신할 것만을 요구하는 전체주의적인 디스토피아라

고 할 수 있다. 그는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를 거부하는 성원들을 배제하

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단적인 독재자로

전락해, 청교도 치안판사와 다를 바 없는 전횡을 저지른다. 공동체의 설

립 이념인 동등한 형제애의 원칙을 파기한 홀링스워스는 자신의 가치관

에 부합되지 않는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을 관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으로

길들이려 한다. 그는 별다른 목적 없이 심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

가는 커버데일을 훈육하고, 엘리엇 연단에서 남성적 권위에 도전한 제노

26) Bumas는 홀링스워스가 세우려는 건축물이 팬옵티콘 형태로서. 죄수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홀링스워스는 원형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타

자를 지배하고 훈육하는 독재자로 군림하고자 한다(Buma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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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를 심판한다.

홀링스워스처럼 감옥개혁을 추구했던 전전시대의 개혁운동가들은 청교

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죄악에 물들기 쉬운 존재로 정의했으며,

공동생활을 통해 범죄자들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도덕적 갱생이 가능하다

고 여겼다(Bumas 132). 홀링스워스가 푸리에리즘에 극단적인 적대감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푸리에리즘이 청교주의에 입각해 범죄자 감화운동

을 추구하려는 그의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푸리에

는 청교주의자가 악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수양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이

기적인 욕망인 물욕과 성욕을 합리화하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는 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볼 수 있다.27) 인간의 사적 욕망을

규제함으로서 도덕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홀링스워스와

달리, 푸리에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여기고, 범죄자

를 타락한 사회에 저항하는 혁명적 영웅으로 묘사”한다(Bumas 134).28)

이처럼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푸

리에 공동체는 홀링스워스에게 범죄자들을 조직적으로 양산하는 악의 소

굴로 비춰진다(76). 그러나 홀링스워스는 그가 증오해 마지않았던 푸리

에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기적

인 욕망을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합리화하며, 범죄자 개혁운동을 추구하

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홀링스워스는

푸리에주의자들이 팔란크스(Phalanx)의 규모를 확장하려 했던 것을 비판

했지만, 그 자신도 교화소의 외형을 키우는 데 집착하는 모순을 보여준

다. 또한 그는 푸리에가 다각적인 연애 관계를 권장하는 것을 극도로 비

난했지만, 자신의 남성적 매력을 이용해 제노비아와 프리실라를 모두 장

악하려 한다. 제노비아는 이같은 홀링스워스의 기만적인 모습을 지적하

면서, 그의 가장 큰 죄는 스스로의 양심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었다고 비

판한다. 홀링스워스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

27) 푸리에는 개인의 취향과 욕망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묘사하며, 물욕의 절제

가 아니라 경쟁을 통한 생산량의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성욕의 절제가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

서 다양한 상대를 물색할 것을 권장한다(D'Amore 164).

28) 푸리에에게 있어 범죄자는 결함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간의 개성을 억압한 사회에

대해 항의하는 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변하는 존재이다(Buma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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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청교주의의 도덕적 사명을 배신한 죄를 저질렀

기 때문이다.

벌랜트는 청교도 지도자 엘리엇처럼 공적 명분에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종속시킬 것을 주장한 홀링스워스에 주목하며, 청교주의가 개인과 집단

의 구분을 초월하여 하나로 일치시키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다

양성을 억압해 왔음을 지적한다(Berlant 49). 홀링스워스가 사심없는 사

랑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과 동료들의 감정을 억압하는 기만의 죄

를 저지르게 된다. 그는 공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블라이데일에 왔

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홀링스워스는 사

석에서 커버데일과 단둘이 있을 때는 커버데일에게 자신의 감정을 거침

없이 표현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의를 차

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홀링스워스의 공적 유토피아는

내면의 다정다감한 면을 억압하고 여성에게 일부러 거리를 둠으로서, 개

인의 욕망이 철저히 부정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도 그녀에게 구애하고 싶은 사적인 욕구를 드러낼 수가 없

다. 홀링스워스는 제노비아와 프리실라 사이에서 어떤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를 숨긴 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자신을 거역하

지 않으며 교화소 설립에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실라를 최종

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홀링스워스가 주장한 공적 이상은 범죄자를 교화

하는 것이므로, 그의 본심에 관계없이 그에게 이상적인 신부는 도덕적으

로 갱생한 죄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프리실라는 홀링

스워스에게 어울리는 파트너가 된다. 홀링스워스는 프리실라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를 결혼상대자로 선택하게 된다.29)

이처럼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욕망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려 했

던 홀링스워스의 모습은 사회와 인간의 진보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낙관

주의를 지니고 있었던 전전시대의 개혁 운동가들을 연상시킨다. 근대적

29) 겉으로 드러난 프리실라의 모습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영적인 여성으로서 전전시대에서 이

상화했던 가정의 천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실라가 만든 지갑 묘사(48)를 통

해 호손은 그녀의 매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웨스터벨트 공연의 영매로 출현했다 정

체가 폭로된 프리실라는 공공 영역에서 여성이 대중 앞에 전시되는 것을 죄악시했던 당대의

통념으로는 결코 배우자 감으로 용납될 수 없는 여성이다.



- 42 -

인 세계관을 내면화한 당대의 개혁 운동가들은 인간이 합리적 계몽이성

과 진보를 향한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근대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주

체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죄의식과 심리

적 갈등의 문제에 대해 천착해온 호손은 개혁 운동가들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결여된 채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만 주력하고 있

음을 우려한다. 홀링스워스는 도덕적 사명감과 강한 의지력을 지니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와 환경을 갖추면 인간의 악행을 근절시

킬 수 있다는 신념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호손은 홀링스워스를 근대화

를 주도했던 백인 청교도 남성의 전형으로 형상화하여, 근대적 개혁 주

체가 추구한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유토피아관을 비판하고 있다.

전직 대장장이이자 범죄자 교화운동가인 홀링스워스는 산업화와 자본화

를 통해 근대적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전전시대 미국의 이상적인 남성상

으로 묘사되고 있다. 퍼슨이 지적하고 있듯이, 홀링스워스는 잭슨 시대의

이상적 남성상이었던 정복적인 자본가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잭슨 시

대의 미국인들은 대중 민주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시대적 정

황을 반영하듯이, 자수성가한 기업가적 남성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여겼

다(Person 98). 서부 개척을 옹호했던 잭슨 대통령(Andrew Jackson)은

남성적 에토스를 국가적 원형으로 공식화하여, 미국 사회에 근대적 남성

성의 신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들은 자본

시장과 산업 전선, 서부의 변경 지대로 진출하여 개인주의적 성공 신화

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남성상을 추구하게 된다.

홀링스워스는 전전시대의 이상적 남성상에 걸맞는 남성으로, 육체적 활

력이 넘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를 “망치로 철을 두드려 만들어 놓은 듯한 강건한

외양”에 근육질의 체격을 지닌 남자다운 인물로 형상화한다(57). 홀링스

워스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산업사회로 이행하

고 있었던 전전시대를 상징하듯이, 강철을 제련하고 기계를 다루는 강인

한 남성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무거운 쟁기를 짊어지고도 끄떡없는 황소

처럼 돌로 벌판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는 홀링스워스의 모습을 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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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데일은 그의 남성적인 힘에 압도되며, 공동체의 여성들 또한 홀링스워

스의 남성적 위력에 매료된다. 홀링스워스는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련된 매너와 풍부한 교양,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한 약점

을 지녔지만,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강인한 의지력과 통솔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로잡는다.30)

그러나 홀링스워스는 청교주의와 전전시대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

로, 배타적이고 편협한 유토피아를 추구하려 했다. 그는 인간사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도식화하는 청교주의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동료들을 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주

체적인 남성상을 추구하는 홀링스워스는 자아의 능력과 의지를 맹신하

며,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확고한 삶의 목표가 없이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 공동체에 합류한 커버

데일을 설득해, 자신이 추구하는 감옥개혁운동에 동참시키려 한다. 홀링

스워스는 커버데일이 시 창작을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커버데일의 창작

활동을 거칠고 힘든 농사일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 절하하려 한다

(88-89). 홀링스워스는 전전시대의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작

가는 남성이 추구할 만한 이상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31)

홀링스워스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인 커버데일을 남자

답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적인 권위로 커버데일을 지배하려는 모

습을 보여준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의 강인한 의지와 육체적 활력 앞

에서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사적인 은신처로 도피하게 된다.

또한 홀링스워스는 블라이데일에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쓴 제노

30) 홀링스워스는 호손의 전작『일곱 박공의 집』에서 미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젊은이로 인정

받았던 홀그레이브(Matthew Halgrave)와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미국을 지배

했던 귀족 계층을 대신해 미국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산층 시민으로, 육체 노동을 섭렵한

결과 습득한 실용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자수성가한 사업가 유형의 인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31) 전전시대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예술 감상과 독서 체험을 여성의 여가 활동과 연관짓고 작가

를 여성적 직업으로 규정했다. 남성은 사적 영역의 여가 활동과는 거리가 먼 존재여야 했기 때

문에, 남성 전업작가는 심리적으로 거세된 무기력하고 연약한 남성으로 여겨졌다. 남성이 작가

가 되는 것은 여성의 젠더에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했다(Perso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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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노비아가 여성이 공

적 영역에 진출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홀링스워스는 여성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가정적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128). 홀링스워스는 전전시대의 여성운동가들을 실제로

위협했던 남성 성차별주의자들의 논리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세기에 여성운동이 부흥하게 되자 일부의 남성 성차별주의자들은 가혹한

폭력을 행사해 여성 운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리안 아이슬러 299

).32) 이 장면에서 근대적 남성 주체를 대변하는 홀링스워스는 자신의 근

대적인 남성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을 남성과 상반된 존재로 정의하려

는 양극적인 젠더관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전전시대의 이분법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공적 영역을 다스리는 남성에게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려 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결여된 자질을 지닌 존재로, 다정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발휘해 남성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

는 것이다.

올바른 영역에서 본래의 역할을 다 한다면 여성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놀라운 작품입

니다. 여성이 위치해야 할 올바른 장소는 바로 남성의 옆자리입니다. 여성의 본래 역할

은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아무 조건 없이 남성을 신뢰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입니다. 남성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성

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없다면 남성은 비참한 존재에 지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명백한 주인 노릇을 할 남성이 없으면 여성은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페티코트를 입은 괴물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세상의 통치권을 지닌 존재는 남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폭

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녀들을 올바른 영역으로 데려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여성다운 심성을 지닌 여성이라면 자기 영

역의 한계를 알고서 그 한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he is the most admirable handiwork of God, in her true place and character. Her

32) 리안 아이슬러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수록 여성에 대한 가혹한 폭력 행위가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여성운동이 출현한 19세기에 여성에 대한 가중 폭력이 급

등했으며, 20세기에 여성해방운동이 번성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폭력은 또다시 상당히 증가하

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리안 아이슬러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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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is at man's side. Her office, that of the Sympathizer; the unreserved,

unquestioning Believer; the Recognition, withheld in every other manner, but given, in

pity, through woman's heart, lest man should utterly lose faith in himself. Man is a

wretch without woman; but woman is a monster--and, thank Heaven, an almost

impossible and hitherto imaginary monster--without man, as her acknowledged

principal! If there were a chance of their attaining the end which these petticoated

monstrosities have in view, I would call upon my own sex to use its physical force,

that unmistakable evidence of sovereignty, to scourge them back within their proper

bounds! But it will not be needful. The heart of true womanhood knows where its

own sphere is, and never seeks to stray beyond it!"(127-128)

위의 장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홀링스워스는 여성을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보완적 협력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처럼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가치관을 지닌 홀링스워스는 자신에게 적절

한 충고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노비아보다 말없이 공감해주는 프리실라

를 자신의 동반자로 선택하게 된다.33) 하지만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제노비아의 페미니즘

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커버데일은 남성의 지배가 “완력으로 세

상을 통치하는 냉혹한 지배체제처럼 우리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여 타락

시키기 때문에"(127), 타락한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우

월한 여성에게 지배받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천년 동안은 모

든 지배권이 여성의 수중에 맡겨지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126). 이처럼

커버데일이 여성의 지배를 선언하는 급진적인 발언을 한 이유는, 그가

당대의 남성들이 이상화했던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남성상을 극도로 혐오

하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주체로 미국 사회를 장악한 남성들은 “선천적

으로 추악한 이기주의와 경쟁심. 비정함을 지닌 존재"(56)로 여겨질 정도

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놀이에 몰두한

33)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가 “제노비아의 여성적인 매력에 전혀 둔감하지 않다는 암시”를 보였지

만, 자신의 목적에 말없이 공감해주는 프리실라를 훨씬 더 선호하는 듯이 보였다고 이야기한

다.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의 말없는 공감은 비판과 같은 혼합물이 없기에 언젠가는 비판의 소

리를 들을 소지가 있는 지적인 동의보다도 훨씬 고마운 것”으로, “시인이건 예언자이건 누구든

지 간에 남자는 자발적으로 바치는 모든 숭배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쉽

게 빠진다”(95-96)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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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남성은 여성처럼 놀이를 통해 창조성과 상상

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성적 본능을 분출시키기 위해 게임에 참

여하는 존재라고 정의한다(95). 커버데일은 남성의 야만과 폭력으로 인

한 해악을 여성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여성을 도

덕적이고 순수한 존재로 이상화하면서, 타락한 남성을 구원해 줄 안식처

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34)

하지만 근대적 남성 주체인 홀링스워스는 공동체를 장악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타인을 감화하겠다는 도덕적

인 사명감을 지녔던 홀링스워스는 교화소를 완성하기 위해 물질에 집착

하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제노비아 역시 홀링스워스의 남성적 위력

에 휘말려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했던 공적인 이상을 포기하고,

홀링스워스를 얻으려는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평등

한 형제애를 추구했던 블라이데일이 홀링스워스의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 장소로 변질되자, 커버데일은 결국 공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보스턴의 독신자 숙소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도덕적 이상

주의와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블라이데일 사람들의 모습은,

도덕적인 비전을 추구하기보다 물질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세속화되고 있었던 전전시대 미국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커버데일은 블라이데일이 푸리에리즘을 도입했기 때문에 결국 붕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블라이데일은 푸리에의 경제 제도를 도입

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라, 커버데일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이

공적 이상을 저버린 채 사적인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된 것

이다.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푸리에리즘을 전전시대의 다양

한 개혁운동을 포괄하는 상징으로 형상화해, 전전시대의 모든 개혁운동

이 지니고 있었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Loman 25).35) 푸리

34) 커버데일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느님이 목사의 직분을 여성에게도 기꺼이 허락

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신이 여성에게 심원하고 순수한 종교적 감성을 부

여했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성모 마리아와 같이 “다정다감함을 매개로 하느님의 사랑을 신도

들에게 전달하고, 신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존재라는 것이다(127).

35)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푸리에리즘 사상을 미국에 도입한 개혁 운동가인 알버트 브리즈번에

의해서 사회주의 개혁 운동의 원칙과 대안 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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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즘을 표방한 조지 리플리의 브룩 팜과 알버트 브리즈번(Albert

Brisbane)의 북미 팔란크스는 전전시대에 대중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렸

던 대표적인 개혁 공동체였다. 하지만 두 공동체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개혁 사상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급진적인 면모를 상실하고,36)

자본주의 체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결국 전전시대의 대안

공동체는 중산층을 위한 유토피아로서 가정을 기반으로 존속되는 사유재

산제도를 수호하는 곳이 되어 버린다.37) 대안 공동체가 자연과 문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이상화했던 교외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이상적

인 주거지역으로 간주되어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으며, 안정적 삶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 공동체에 참여하려 했던 노동 계층은 도

시의 열악한 환경으로 되돌아가야 했다(D'Amore 170).

전전시대는 청교주의적 천년왕국을 꿈꾸었던 미국인들의 도덕적 이상주

의가 근대화의 격변 속에서 세속화되었던 시기였다. 전전시대의 수많은

미국인들은 도덕적 이상주의와 세속적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세상에서 가

치관의 혼란을 체험했다. 그들은 사회개혁운동을 통해 도덕적인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자본주의 사회가 부추기는 개

에리즘을 당대의 사회개혁운동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었다. New York

Tribune지의 편집장이었던 호레이스 그릴리(Horace Greeley)는 1842년부터 1843년까지 신문의

첫 페이지에 브리즈번의 칼럼을 개제했다. 브리즈번은「Association: or Principles of a True

Organization of Society」과 같은 대표적인 칼럼을 통해 사회 개혁운동의 원칙을 소개하고 푸

리에리즘에 기반한 개혁 공동체인 팔란크스에 대해 홍보했다. 브리즈번의 칼럼은 미국 각계 각

층의 다양한 대중에게 대안 공동체의 전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D'Amore 155).

36) 원조 푸리에리즘은 여성을 가정에 제약하는 일부일처제에 반기를 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

극적으로 유도하려 했다. 팔란크스에서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교육과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여

러 가지 노동에 종사함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푸리에

의 입장은 여성을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려 했던 전전시대의 가정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으

로 여겨졌다. 미국식 푸리에리즘을 표방 미국의 팔란크스는 푸리에가 지닌 젠더와 섹슈얼리티

에 대한 급진적인 시각을 거부하고, 사적인 가정 영역을 수호하고자 했다(Loman 10).

37) 전전시대 미국의 팔란크스는 급격하게 산업화, 자본화, 도시화된 당대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중산층을 위한 유토피아가 되어 버렸다. 브리즈번은 신문 칼럼을 통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

원과 시설을 공유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동

시에 단란한 가정의 판타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D'Amore 155). 팔란크스의 이

미지는 편리한 공동 시설과 쾌적하고 아늑한 개인생활 공간을 동시에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현대의 아파트 광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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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욕망의 신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려 했던 것이다. 전전시대의 개

혁 운동가들은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

으나, 개인적인 욕망을 공적인 이상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운동의 대의에 대한 충분한 성

찰 없이, 개혁의 방법론과 외형적인 세력 확장에만 주력했던 전전시대의

사회개혁운동가들은 도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중상류층

출신의 진보적 지식인과 청교도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전전시대의 개혁

운동은 결국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

게 된다.38) 전전시대의 미국은 블라이데일 공동체처럼 상충하는 개인들

의 욕망을 중재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

다.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 사회는 상충하는 이익 집단 사이의 갈등과

근대화가 파생한 빈부격차와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문제들이 악화되어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안적인 공동체에서 주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커버데일은

보스턴으로 돌아가 다시 세속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호손은 당시

에 미국의 산업과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던 보스턴을 통해 근대화를 추

구했던 전전시대의 미국사회를 형상화하고 있다. 호손이 묘사한 보스턴

의 대중들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최첨단 문물을 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근대적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강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전전시대의 미국은 근대화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임을 자임하며, 산업

화의 성공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 서부 개척

의 신화를 통해 사회적 진보가 진행 중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

려 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중들은 근대화로 인해 미국에 세속적인 지상

낙원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보는 근대의 단선론적

진보관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무결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38) 도시개혁운동과 빈민구제운동을 주도했던 중산층 지식인 출신의 개혁운동가들은 계급적 우월

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하류 계급 사람들에게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절제와 검약과 같은

중산층의 미덕을 훈육하려 했다(Cai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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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 유토피아는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것으

로 여기며, 결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가 완벽에 가까운 것

임을 강변함으로써 현상 체제를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Jameson

38-39). 근대적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전전시대의 미국은 대중에게 지배

체제의 완결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주입하려 했다. 그러나 호손은

근대적인 유토피아 사상에 내재된 계몽이성에 대한 맹신과 단선론적 진

보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마을

회관의 문화상품에 열광하는 대중들을 통해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이 지니

고 있었던 근대화에 대한 환상을 비판하고 있다. 서구의 자본주의 물질

문명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이름을 지닌 웨스터벨트(Westervelt)는 대중

들이 지닌 근대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이용해 상업적인 이익을 거두

는데 성공한다. 베일 여인 공연에서 웨스터벨트는 근대적 남성 주체로

등장하여 전근대적인 요소가 투사된 베일 여인을 지배하는 모습을 환상

적인 무대로 연출한다. 호손은 가난한 노동계층 출신의 여성인 프리실라

를 착취해 온 웨스터벨트의 기만을 폭로함으로써, 도구적 이성에 입각해

인간과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하려 했던 근대 유토피아의 문제점을 상기

시키려 한다.

호손은 작품 속에서 마을 회관의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전전시대 미국

의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호손의 시대에 마을 회관은 당대에 유행

하는 첨단 문화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중 매체 기능

을 담당했다. 마을 회관에 모여든 군중들은 대중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나 변호사. 법과 대학생. 상

점주인과 같이 여러 가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유행에 맞춰 눈썹

을 선명하게 그린 세련된 여성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대중문화를 감상하

는 모습(244)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근대적인 광경으로 재현되고 있다.

문화회관의 관객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직업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서 이질적인 군중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말쑥한 외양에

점잖은 매너를 갖춘 도시의 문명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39)

39) 그러나 마을 회관의 모든 관객이 새로운 변화와 유행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냉소적인 눈빛을 보내는 늙은 농부들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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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경은 전전시대에 상업화된

대중문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대중 문화가 대중들에게 지배 이데올로

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대중들은 문화회관에서 당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 현상

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근대 문명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대의 대중들은 대중적인 문화상품을 통

해 첨단 문물을 수용했으며, 미국에 세속적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라는

예외주의적 선민의식을 강화시켜 나갔다. 커버데일은 마을 회관에 모여

든 군중들의 모습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자 했던 전전시대 미

국인들의 유토피아적 열망을 확인한다.

전전시대에 마을 회관에서 인기를 얻었던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들 속에

는 전세계를 시각적으로 향유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투영되어 있

다. 세계의 중심이 된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 미국인들은 만리장성 같

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축소모형과 로마 교황 같은 유명 인사를 본따

만든 밀랍인형, 파리에서 들여온 인체의 모형, 이디오피아 출신 성가대의

공연 등 다양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하고자 한다. 이처럼 물

리적인 거리를 초월해 전 세계를 시각적으로 향유하려는 욕망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포섭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근대 국가로 성장

한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의 유

명한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감상하려는 욕망의 이면에는 신생 국가로서

문화적 전통이 부재하다는 약점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듯

하다. 전통이 부족한 나라의 국민인 미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여러 문명의 파편을 재조립해 만든 방대한 컬렉션을 감상함으로써,

문화적인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을회관의

디오라마 전시는 방대하지만 피상적인 컬렉션으로서 진지한 감상을 이끌

어 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유의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하

고 있었던 문화적 상징들을 조악하게 모사하여 전시하는 과정에서 문화

보인다. 커버데일은 “요즘 시대에 문명화되지 않은 시골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다”(244)는 논평

을 통해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척되어 획일적인 대중문화가 출현하게 된 전전시대의 사회 변화

를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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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방대하고 다양한 컬렉

션을 자랑하는 마을 회관의 전시 프로그램은 일관성 있는 주제 하에 기

획된 양질의 컬렉션이라기보다 물량공세로 압도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

전전시대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인간과 자연을 분석하여 조작하고 통

제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널리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다. 당대의 대중문

화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호

소해 대중들을 사로잡으려 했다. 마을 회관에서 실물과 흡사한 밀랍 인

형 전시나 인체 모형, 인간의 실제 해골을 전시하는 행사가 성황리에 개

최되던 것처럼(243), 세계는 기계화된 우주로 여겨졌으며, 그 속의 인간

역시 분류되고 조립될 수 있는 밀랍 인형처럼 취급되었다. 호손은 웨스

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간 내면의 심리와 꿈, 환상의 세계마저 물질과 같이 조작할 수 있다고

본 근대적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은 영매의 신비한 투시와 예언능력을 감

상하는 심령술 공연이자, Animal Magnetism과 같은 유사과학 이론을

연상시키는 논리로 심령술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강연회 형식으

로 이루어져 있다. 대중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통제해

인간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의 최면술 공연에 대

해 양가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사람들이 최면술 공연에 대해 양가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목가적 전원 속에서 자연과

합일을 추구하려 했던 전근대이고 비의적인 세계가 도시의 기계적 세계

로 변화해 가는 동안, 미국인들은 “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지구표면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 붕괴할 것 같은 위기의 시대”이자, “무

한한 대기의 공간 속에서 당장 사라질 것 같은 거품과도 같은 지

구”(141)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대중들은 과학 기술의

진보에 의해 세계가 빠른 속도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믿으며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세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곳으로 여겼던 과거의 비의적 우주관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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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도 없었다.

커버데일이 회상하는 것처럼 전전시대는 실험에 입각한 과학적 이론을

중시하면서도 “근대의 회의주의 철학이 단호하게 부정하는 불완전한 이

론들”(175)이 범람하던 시대였다. 소설 속에서 프리실라가 영매로 출현하

는 베일 여인 공연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전전시대의 대중들은 유사

과학을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에 접근하려 했던 최면술과 심령술 공연에

실제로 열광했다. 전전시대의 최면술과 심령술 공연은 당대에 유행하던

과학 이론들을 충분한 검증 없이 피상적으로 도용한 것이었지만(White

81),40) 대중들은 이같은 공연을 통해 불가해한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 했다.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은 매스머리즘(Mesmerism) 이론과 심령

술 공연이 결합된 것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영매의 능

력을 보여주면서 그에 관한 과학적인 해설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의 공연은 전근대의 의고적인 연금술적 수사와 함께 근대 과

학적 지식에 호소하는 수사가 뒤섞여 있다. 웨스터벨트의 강연은 전전시

대에 유행했던 통속과학적 수사41)를 모방한 것으로, 예언과 투시라는 불

가사의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측하듯이 묘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White 81). 1830년대에 미국에서 대중화된 매스머리즘은 인간의 몸에

미치는 중력처럼 만물을 관류하는 힘에 대해 연구한 이론이었다.42) 매스

머리즘은 뉴튼의 중력이나 프랭클린의 전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근대 과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서도, 물질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작용을 증명하려 함으로써 종

40) 화이트는 매스머리즘과 심령술, 가정 과학과 푸리에리즘과 같은 전전시대의 대중 문화 전반에

걸쳐 유사과학에 기반한 수사가 확산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전전시대에는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과 사상들을 혼합한 유사 과학 이론들이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

은 채로 대중에게 소개되었다(White 81).

41) 전전시대에 과학 이론이 대중화되면서 통속 과학의 언어에 의존한 수사법이 대중에게 확산되

었다. 통속과학적인 수사는 근대와 전근대적 자연관이 혼합된 시대착오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

었으며, 감응능력을 의미하는 sympathy는 통속 과학적 수사에서 자주 이용되던 어휘였다(Ibid

81).

42) 메스머는 보이지 않게 모든 것 사이를 흐르는 액체가 자기력처럼 신체 내부의 파동을 통제하

여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 동인이 된다고 보았다(Coale "Mysteries of Mesmeris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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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Coale "Mysteries of Mesmerism" 53). 메스

머가 주장한 Animal magnetism은 과학적 원리와 종교적 영성을 통합한

것으로, 19세기에 오컬티즘과 결합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다

(Coale "Mysteries of Mesmerism" 55). 호손은 웨스터벨트가 매스머리즘

의 Animal Magnetism 개념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최

면의 대상이 된 영매를 조종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음을 아래의 인용문

에서 보여준다.

“여러분은 지금 베일의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힘의 작용으로,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 영의 세계와 교신하고 있습니다. 이 은백색 베일은 어떤 의미에서

는 마법의 베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술에 의해 영을 불러들이는 매개물인 보이지 않는

액체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액체는 베일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베

일은 매우 얇아서 희박한 공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습니

다. 좁은 원형 극장 안에서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 회관은 그녀에

게는 구름을 만드는 아주 가벼운 수증기보다도 더 희박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

니다. 그녀는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절대자를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You see before you the Veiled Lady. By the agency of which I have just spoken,

she is, at this moment, in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world. That silvery veil is,

in one sense, an enchantment, having been dipt, as it were, and essentially imbued,

through the potency of my art, with the fluid medium of spirits. Slight and ethereal

as it seems,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have no existence within its folds.

This hall--these hundreds of faces, encompassing her within so narrow an

amphitheatre--are of thinner substance, in her view, than the airiest vapor that the

clouds are made of. She beholds the Absolute!"(185)

매스머리즘의 창시자인 메스머(Anton Mermer) 박사는 우주를 관류하

는 자기력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력을 이용한 치유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Gable 2)43) 또한 메스머는 최면 과정에서 최면

술사가 환자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환자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43) 메스머는 신이 이러한 치유능력을 최면술사에게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최면술사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여겼다. 최면술사는 최면 대상과의

정신적 교감을 통해 에너지를 융합하여 대상을 치료하게 된다(Ibi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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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Gable 16).44) 메스머의 이론을 계

승해 19세기에 최면술의 대중화를 주도한 의학자 들뢰즈(J. P. F.

Deleuze)와, 그의 제자로서 매스머리즘을 미국에 소개한 포옌(Charles

Poyen)은 19세기의 발달된 과학 이론을 도입해, 전기 생리학적 힘이 인

간의 몸과 영혼을 연결해 준다는 주장을 펼쳤다(Gable 20). 베일 여인

공연 속의 웨스터벨트는 마치 매스머리스트처럼 프리실라를 통제하여,

그녀가 몽유병과 같은 상태에서 투시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Gable 17). 웨스터벨트는 몽유병 상태 속에서 오감에 의한 제약을 초월

한 프리실라가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영적 진실을 신과 같은

비전으로 통찰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전전시대의 대중들이 정확한 이론적 검증도 없이 매스머리즘과

같은 유사과학에 열광했던 이유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물질적인

성장을 이룩해 온 조국에 대해 미국인들이 거는 기대감과 신뢰가 컸기

때문이다. 토크빌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세상

사는 모두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초자연적인 현상도 이

성적으로 분석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알렉시스 드 토크빌 76). 웨

스터벨트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매스머리즘과 심령술을 상업화하는

수완을 보여준다(Gable 13).45) 그는 영성과 과학기술의 만남으로 “모든

인간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184) 천년왕국적인 미래가 다가온다고

대중들에게 선전한다. 유행하는 과학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고,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을 통해 관객들을 공감각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웨

스터벨트는 대중들이 역사적 진보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만든다.

44) 메스머는 특히 몽유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뛰어난 투시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다. 천리안을 지니게 된 환자는 자신의 몸에서 아픈 부분을 투시해 정확

히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최면 대상이 된 환자는 경우에 따라서 원거리에서 벌어진 일과 타인

의 생각과 내면을 투시할 수 있으며, 벽 너머의 사물을 투시하거나 밀봉된 편지 속의 내용을

읽는 것,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다(Gable

16).

45) 웨스터벨트가 매스머리스트로 활동한 보스턴은 미국에서 매스머리즘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서 200명 이상의 최면 치료사가 보스턴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43

년에 호손의 부인인 소피아도 두통 때문에 자기 치료를 받으려 할 정도로 매스머리즘에 입각

한 최면 치료법은 당대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매스머리즘을 혐오했던 호손

때문에 결국 최면 치료를 받지 않았다(G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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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전시대 미국에서 최면술과 강신술은 미국이 유토피아로 진보하

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홍보수단으로 여겨졌다(민진영 「블라이

스데일 로망스 - 새로운 역사 가능성의 모색과 실패」 230-231).46) 베일

여인 공연 같은 대중 문화를 통해 미국인들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여겨

진 조국에서 도덕적 유토피아의 실현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

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웨스터벨트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 유토피아

가 도래할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웨스터벨트의 연설은 새

롭게 밝아오는 시대를 과학 기술과 종교의 언어로 묘사함으로써, 관객들

이 세속적 유토피아에 대한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만든다.

그것은 영성을 실제로 보여 주겠다며 사람들을 기만하는 공연으로서, 유창한 언변을 동

원한 결과 교묘하고 그럴 듯해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죽음과도 같은 물질주의

에 지나지 않았다. 웨스터벨트는 새롭게 밝아오는 새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그것

은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고，현재의 삶과 미래가 연결되어 마침내 두 개의 세상이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의식하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로 전환되는 시대였다. 그는 화학적 발견

의 문제인 것처럼 기술적인 용어를 쓰는 철학자처럼 행세하면서, 이 엄청난 결과가 초래

할 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에 그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액체라고 주장하는 물

질을 유리로 된 약병에 넣어 들어 올리는 척 했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It was eloquent, ingenious, plausible, with a delusive show of spirituality, yet really

imbued throughout with a cold and dead materialism. I shivered, as at a current of

chill air, issuing out of a sepulchral vault and bringing the smell of corruption along

with it. He spoke of a new era that was dawning upon the world; an era that would

link soul to soul, and the present life to what we call futurity, with a closeness that

should finally convert both worlds into one great, mutually conscious brotherhood. He

described (in a strange, philosophical guise, with terms of art, as if it were a matter

of chemical discovery) the agency by which this mighty result was to be effected;

nor would it have surprised me, had he pretended to hold up a portion of his

universally pervasive fluid, as he affirmed it to be, in a glass phial. (184)

46) 당대에 대중 문화를 소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마을 회관에서 주관한 대표적 행사는

최면술 공연이었다. 전전시대의 지식인들조차 최면술이 미래에 일어날 기적같은 창조를 예언해

주는 새 시대의 새로운 의식이라고 찬양했다. 에머슨은 강신술이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알린다

고 선전했다(민진영 「블라이스데일 로망스 - 새로운 역사 가능성의 모색과 실패」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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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은 매스머리즘 이론을 빌려 온 듯한 과학

적인 수사를 이용해 최면술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웨스터벨트는 보이

지 않는 특수한 화학적 물질을 도포한 베일을 통해 영매가 시공간을 초

월하여 영의 세계와 교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신비스런

배치와 그림 같은 배열. 예술적으로 명암을 대조한 정교한 무대 장

치”(40)를 만들고, “오리엔트 풍의 의상에 콧수염을 단 마술사로 분장해,

때로는 강하고 때론 부드러운 배경 음악 속에서 장중한 음조로 설명”하

는(183) 무대 연출 기법을 통해 환상적인 공연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

들을 현혹시킨다.47) 이처럼 능수능란하게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정신을

조종하는 웨스터벨트는 자연을 조작하고 변형시키는 근대과학자의 모습

을 연상시킨다. 관객들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남성이 순수하지

만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여성을 노련한 기술로 인도하여 정신적 합일을

이루는 광경을 목격한다. 물질 세계를 장악한 근대적 주체가 영혼과 영

성의 세계를 정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일 여인 공연은 전전 시대의 물

질적 번영을 토대로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는 미국을 반영한 거울이

된다. 관객들은 베일 여인 공연에서 미국의 진보 가능성에 대한 가시적

인 비전을 응시함으로써, 시대적 격변에 의해 위축된 자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처럼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이뤄낸 미국이 도덕적

사명을 실천하는데 성공한다면 완벽한 유토피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

각했다. 실제로 전전시대의 사회 개혁가들은 천년왕국 수사를 차용하여

도덕적 갱신을 통한 미국 사회의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전전시대 미국인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한 조국의 모습에 자부심

을 느끼면서도,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해 청교도적인 불안을 느꼈다.

그들은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물질적 번영을 향유하는 동안 청교도 정신

을 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또한 당대의 미국인

47) 실제로 1830년대 말 미국 전역에서 심령술이 대흥행한 결과, 사이비 과학자와 심령술사, 가짜

의사와 목사, 변호사들이 미국 사회에 출현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해 웨스

터벨트처럼 과학적 언어와 기계장치를 활용한 무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Coale "Mysteries

of Mesmerism"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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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간 분쟁과 이민 증가, 도시 빈민

문제가 파생되자 국가의 영속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다.

르바인(Robert Levine)은 “19세기 미국의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시장

경제의 압박과 불안에 대한 청교주의적 대응으로써 천년왕국 수사가 폭

넓게 이용되었다”고 설명한다(Levine 132).48) 전전시대의 천년 왕국 수

사는 국민들에게 국가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며, 미국인이

라는 동질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사회적 혼란의 시기

를 극복할 것을 호소한다. 사회 지도층과 개혁운동가들은 천년 왕국 수

사를 이용해,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분란이 격화되던 전전 시대

에 지나친 물질주의를 경계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웨스터벨트의 연설은 천년왕국적

수사를 이용해 기술적 진보를 통해 분열되었던 세상이 화합을 이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웨스터벨트는 “영

혼과 영혼이 연결되고，현재의 삶과 미래가 연결되어 마침내 두 개의 세

상이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의식하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로 전환되는 시

대”(184)가 도래한다는 사회 통합적인 비전을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공연

을 관람하는 이질적인 대중들은 이와 같은 천년왕국적인 비전을 통해 국

민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급격한 근대화가 초래한 불안과 소외감을 해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전시대의 미국은 청교도 전통이 변질되어 급속도로 세속화되

어 버린 사회였다.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미국적인 유토피아 사상의 핵

심적 가치였던 도덕적 사명감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된 보스턴에서 사람들은 절제와 금욕을 중시했던 청교도

선조들의 가치관을 저버린 채 술과 대중문화에 탐닉하고 있다. 커버데일

이 목격한 보스턴 사회는 노동에 지쳐 여가시간을 가벼운 여흥으로 소비

하려는 대중들로 인해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으로 형상화된다. 마을 회관

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베일 여인 쇼와 같은 공연에서 감정과 욕

48) Levine은 183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복음주의자와 이민 배척주의자, 1840년대에 사회 개

혁을 꿈꾸였던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의 천년왕국 전통을 강조하는 수사를 공통적으로 활용했음

을 지적한다(Levine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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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분출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49)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현실 속에서도 미국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베일 여인과 같은 신비스러운 대

상을 통해 이와 같은 영적인 욕구를 표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웨스터벨트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생

겨난 영성과 도덕적 쇄신에 대한 열망마저도 철저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전전시대 대중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 영성을 자극

적으로 상품화하여 대중들을 현혹시킨다. 대중들은 베일 여인의 공연을

통해 손쉽고 간편하게 영성의 세계에 접근함으로서 영혼의 결핍을 충족

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관객이 순수한 영성의 판타지를 투

사하는 대상이 된 베일 여인의 실체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왔던 가난

한 노동계급의 소녀 프리실라였다.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은 천년

왕국적 수사의 도덕적인 이상주의를 이용해 관객을 기만한 사기였다. 전

전시대의 자본주의는 미국인들의 도덕적인 사명감마저 잠식해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베일 여인 공연을 주도한 웨스터벨트는 자본시장을 개척하고, 산업화를

선도하는 주체로 여겨졌던 전전시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구현하는 인물

이다. 그의 화려하고 세련된 외양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남성임을 입증한다. 웨스터벨트가 거침없는 태도로

처음 보는 커버데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적극적이고 수완 좋은 사업가

를 연상시킨다. 또한 베일 여인의 공연에서 그는 교수로 불리우며, 첨단

기술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과학자처럼 심령술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웨스터벨트는 부와 젊음,

멋진 외모와 남자다운 성격, 지성을 모두 겸비한 인물로서 전전시대의

이상적인 미국 청년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웨스터벨트는 건장하

고 잘생긴 젊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지는 인물이

49) 1840년대 말부터 1850년대 초 사이에 미국문화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대중문학과 가정의 사생활, 상업성, 광고, 소비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미국적 팽창주의

가 문화 산업분야에도 나타나 특권적 소수가 아니라 대중이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Brow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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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지나치게 멋을 부린 웨스터벨트가 금테를 두른 가짜 이빨를 드러

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자 커버데일은 그의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인 아

름다움이 타락한 그의 내면을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107).

호손은 웨스터벨트를 자본주의가 대중문화를 잠식한 시대에 출현한 새

로운 사탄으로 묘사한다51). 악마로 형상화된 웨스터벨트는 커버데일에게

접근해 그에게 블라이데일 사람들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심어준다(119).

웨스터벨트는 홀링스워스가 제노비아의 환심을 사서 교화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려 한다는 사실을 커버데일에게 알려준다. 또한

자신이 제노비아에게 애칭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

하며, 제노비아의 연애 스캔들에 관한 루머를 기정사실화해 부도덕한 여

성이라는 비난을 받게 유도한다. 또한 웨스터벨트는 프리실라의 나약한

신체와 예민한 신경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칭송하는 뉴잉글랜드 사회를

냉소적으로 조롱한다. 프리실라가 나약한 신체와 예민한 신경을 지니게

된 것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부정하고 몸을

방치한 결과”(108)라는 것이다. 웨스터벨트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오

염된 공기. 운동부족과 목욕을 기피하는 생활방식이 전통”(108)으로 이어

져 프리실라 같은 여성상을 양산해 온 것을 지적하며, 커버데일이 프리

실라에 대해 지니고 있던 낭만적인 환상을 파괴하려 한다.

커버데일은 악마 캐릭터인 웨스터벨트의 부정적 암시에 홀려 그처럼 기

이하게 웃음을 터뜨리면서(120), 블라이데일 공동체를 부정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게 된다. 그는 “도덕적인 미라든가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 불신

이 생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 어리석은 일”(112)이라고 생각

하며,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해 헌신하는 것에 냉소하게 된다. 세속적인

50) 하얗게 빛나는 가짜 이빨과 사치스러운 옷차림, 뱀이 조각된 지팡이와 불길하게 빛나는 검은

눈동자와 머리카락으로 인해 웨스터벨트는 정체를 숨기고 화려한 외모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악마와 같은 인상을 준다.

51) 웨스터벨트는 서구 문명의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이름과 외양을 지니고 있다. 커버데일은 보석

으로 치장한 웨스터벨트의 화려한 외양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대조되자 상대적인 박탈감에

서 우러나온 불쾌감을 느낀다(105). 또한 호손은 웨스터벨트를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웨스터벨트는 정교하게 고안된 공연 장치를 통해 마치 기계를 다루듯이 프리실

라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웨스터벨트를 “악마에게 영혼을 판 마술사”(118)에

비유하며 그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그것이 기만이 아닐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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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자인 웨스터벨트는 커버데일을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몽

상가로 규정하고, 회의주의가 배어있는 듯한 빈정대는 어조로 이야기하

면서도, 겉으로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103).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의 빈정거리는 말투 속에 전제된 우월감을 느끼고

그를 적으로 규정한다. 웨스터벨트는 유토피아에 대한 정신적 열망을 조

롱하고 좌절시키려 하는 주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커버데일은 그에게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

커버데일은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 웨스터벨트가 무력한 개인

에게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던 영혼의 영역마저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고

공포와 전율에 휩싸인다. 하지만 웨스터벨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커버데

일과 닮아있는 인물로, 커버데일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처럼 준수한 용모를 지닌 동년배의 젊

은이로, 블라이데일에 오기 전 웨스터벨트처럼 사치스러운 소비로 일관

된 삶을 영위해 왔다. 또한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처럼 초대받지 않은

채, 타인의 내면을 침해하는 사람이다(Hunter 117). 웨스터벨트는 개인의

Privacy를 침해하는 인물로서, 커버데일의 사적 영역인 은신처에 침입해

몽상을 방해한다.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에게서 타인의 사적인 영역을

엿보는 죄를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웨스터벨트가 마치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자 커버데일은 웨스터벨

트를 더욱 혐오하게 된다(103). 이처럼 웨스터벨트는 커버데일의 단점을

가시화한 캐릭터로서 내면의 죄를 그럴 듯한 외양으로 가린 위선적인 신

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미래를 주도할 젊은 미국 신사의 외양과

내면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은 미국의 도덕적 이상주의가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었음을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잇는 형제애

를 의식적으로 표방한다는 점에서 전전시대의 개혁 공동체를 연상시키

며, 나아가 근대적 유토피아 정신을 표상한다. 영성의 세계에 접근해 인

류애를 실현하겠다는 웨스터벨트의 모습은 체제 개혁을 통해 인간개조를

꿈꾸었던 전전시대의 개혁 운동가를 떠올리게 한다.52) 호손은 이같은 설



- 61 -

정을 통해 당대의 사회개혁운동이 표방한 절대적인 낙관주의를 문제삼고

있다. 웨스터벨트가 화학적 발견만으로 지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

라는 안이한 희망을 대중들에게 주입시킨 것처럼, 전전시대의 개혁 운동

가들 또한 체제의 변화만으로 세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호손은 베일 여인 공연이 표면상의 명분과는 달리, 최면술을 통

한 인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웨스터벨트는 매스

머리즘을 이용해 타인을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권력욕을 합리화한다. 그

는 영매에게 강력한 최면술적 위력을 발휘해, 그녀를 정교한 기계장치

속의 부속품처럼 통제하고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웨스터벨트의 기

계적인 유토피아는 푸리에의 정교한 유토피아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이 “푸리에의 사상이 인간을 기계처

럼 취급하는 도식적인 기계주의 철학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웨스터벨

트의 공연과 푸리에의 사상은 일견 혁신적이고 정교해 보이지만, 물질적

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기계처럼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Loman 14). 호손은 웨스터벨트가 베일

여인 공연에서 개혁의 수사학을 이용해, 마치 이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성을 추구하는 듯이 위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웨

스터벨트의 모습은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한

홀링스워스와 푸리에를 연상하게 한다.53) 전전시대의 개혁 운동은 웨스

터벨트의 최면술 공연처럼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호손은 비단 프리실라 뿐 아니라 베일 여인 공연을 관람하는 수많

은 대중들 또한 웨스터벨트의 최면술적 마력에 홀려 있음을 비판적으로

52) 게이블은 독일풍의 이름을 지닌 웨스터벨트(Westervelt)가 초월주의에 영향을 미친 독일 철학

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하며, 웨스터벨트를 개혁 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 사상을

종합한 듯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웨스터벨트는 당대에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영

향을 주었던 독일의 관념론과 프랑스의 푸리에리즘과 같은 유럽의 개혁 사상을 나타낸다는 것

이다(Gable 150).

53) 푸리에 사상의 맹점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사회 전체의 공익이 증대된다고 주장한 것

이다. 그러나 푸리에는 사익 추구가 어떻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을 제시하지 못했다(Loma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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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고 있다. 대중들은 웨스터벨트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영매의 모습

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영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콜(Samuel Chase

Coale)은 “호손이 베일 여인 공연 장면을 통해 우상 숭배의 심리학을 효

과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Coale Mesmerism and

Hawthorne 32). 콜은 미국인들이 청교주의 전통으로 인해 특정한 대상

이나 교리를 강박적으로 존중하려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주

목한다. 호손은 웨스터벨트나 홀링스워스처럼 최면술적 마력을 지닌 인

물이 프리실라처럼 영웅 숭배 심리에 휩쓸리는 대중들을 지배하게 될 능

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54) 호손은 최면술사 웨스터벨트에게 예속되어

있던 프리실라가 독선적인 개혁운동가 홀링스워스의 차지가 되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전전시대의 개혁운동이 지닌 전체주의적인 속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호손은 베일 여인 공연이 정점에 치닫는 순간, 전전시대에 이상적인 남

성상으로 각광받았던 유형의 남성인 홀링스워스를 등장시켜 프리실라를

구출하게 만든다. 홀링스워스는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청교

도 선조처럼 도덕적인 열정을 지니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인물이

다. 홀링스워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전전시대

의 미국인들에게 도덕적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형

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홀링스워스는 전전시대에 숭배되었던 자수성가한

기업가형 남성상과 같이 양가적인 모습을 지닌 인물이다. 당대의 기업가

형 남성상을 대표하는 남성들은 제국주의 정책에 동참하여 중개 무역이

나 영토 개척,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Fisher

58). 이들은 미국의 번영이라는 국가적 명분을 내세워 유색 인종이나 노

동 계급의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기업가형

남성상을 연상시키는 홀링스워스는 도덕적 사명을 실현하겠다는 명분 하

에 동료들을 이용하는 기만적인 인물이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형제애를

54) 프리실라는 권위적인 아버지 무디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받으며 성장해 온 결과,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웨스터벨트와 홀링스워스, 제노비아를 마치 우

상 숭배하듯이 영웅시하며,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예속되려는 성향을 보인다. 프리실라는 아버

지에 의해 미화된 언니 제노비아를 절대적으로 숭배해 오다가, 홀링스워스에게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되자 홀링스워스를 궁극적인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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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 영혼의 죄를 정화하려 했던 홀링스워스는 천년왕국 담론으로 사

람들을 현혹시켰던 웨스터벨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도덕적 위선자였던

것이다. 프리실라는 자본주의의 악마로 형상화된 웨스터벨트에게서 달아

나 홀링스워스에게 피신하지만, 홀링스워스 역시 웨스터벨트처럼 자유를

억압하고 개성을 말살하는 독선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프리실라는 홀

링스워스에게 예속되어 가정 이데올로를 상징하는 순백의 베일 속에 영

원히 갇히게 된다.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타인을 지배

하거나 지배당하려는 최면술적 강박에 홀려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타락한 주류 사회를 상징하는 무디와 웨스터벨트 뿐 아니라, 형제애와

인류애를 표방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을 추구하려 했던 블라이데

일 공동체 사람들마저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구속과 결합을 강

요해 진정한 개별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 공동체의

기만적인 성격을 깨닫게 된 커버데일은 예전에 감상했을 때는 별다른 문

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베일 여인 공연에서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

인 개인의 영혼이 부정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개

인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더 이상 비밀과 개성을 지닌 개인

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타인의 내면을 강제로 침해하는 웨스터벨트의

모습은 사적 개인과 공적 자아 사이의 구별을 없애 자아 정체성의 위기

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의지와 감정을 장악해 개인의 영혼을 완벽히 무화시키는 최면술

에 대해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는 커버데일의 모습에는 작가 호손의 모습

이 반영되어 있다. 호손이 1814년에 아내 소피아(Sophia Peabody

Hawthorne)에게 보낸 편지에는 최면술을 극도로 경계하고 부정하려 했

던 호손의 입장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호손은 “인간의 영혼을 침범해

내면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가장 신성한 영역을 짓밟기 때문에”(Mellow

145) 최면술을 혐오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호손은 최면술을 자아의 자율

성을 강제로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개혁 사상의 은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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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약하고 무기력한 프리실라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홀링스워스와 웨스터벨트는 대중을 자신의 의지대

로 지배하고자 하는 과격한 개혁 사상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베일

여인 공연 장면에서 홀링스워스와 웨스터벨트는 프리실라를 사이에 두고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두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55) 홀링스워스가 꿈

꾸는 이상적인 개혁 공동체는 베일 여인 공연에서의 웨스터벨트와 프리

실라처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완전한 지배와 복종을 요구하는 세계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프리실라처럼 자유 의지를 부정당한 개인

은 마치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호손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근대 유토피아의 전체주의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호손은 베일 여인 공연을 통해 미국적 유토피

아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호손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신비화된 베일 여인의 실체를 독자들에게 폭로함으로서 당대 사회

의 진보에 대한 절대적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문

제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시대의 진보에 의해 해결되리라고 보는 유토

피아적 낙관주의는 베일 뒤에서 무기력하게 조종당하는 프리실라의 모습

을 통해 부정된다. 웰든(Roberta Weldon)은 “호손이 단선론적 진보관에

맞서는 순환론적 역사관을 통해 대중이 지닌 진보에 대한 허황된 판타지

를 비판해 왔다”고 주장한다(Weldon 76).56) 호손은 과거의 역사적 과오

와 현실의 어두운 측면을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진보를 추

구하는 것은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도덕적인 오류를 반복하게 될 뿐

55) 작품 속에서 홀링스워스와 웨스터벨트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만, 웨스터벨트는 자신에게서 달아난 프리실라를 추적해 제노비아에게 프리실라를 넘겨 달라고

제안한다, 제노비아는 홀링스워스의 허락 하에 프리실라를 웨스터벨트에게 돌려 보낸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보스턴에서 제노비아의 하숙집을 방문한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에게서 홀링스워

스가 웨스터벨트에게 되돌아가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홀링스워스는 웨스

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셈이 된다.

56) 호손은 도덕적 범죄에 휘말린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

는 작품들을 통해 순환론적 역사관을 형상화해왔다. 호손의 순환론적 역사관을 대표하는 작품

으로는 『일곱 박공의 집』가 있으며, 호손이 말년에 완성하지 못한채 미완성 유고로 남긴 작

품들과 『로저 맬빈의 매장』(Rogar Malvin's Burial)과 같은 청교도 선조들의 삶을 묘사한 단

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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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미국의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다. 또한 호손은 베일 여인 공연에 형상화된 최면술의 위력을 통

해 절대적인 지배와 복종을 합리화하하는 근대 유토피아의 전체주의적

측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입하는 웨스터벨트는 진보에 대한 확신

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합리화했던 전전시대의 사회개혁

운동을 연상시킨다.

초월주의와 푸리에리즘과 같은 개혁 사상이 진보에 대해 낙관적 이상주

의를 유포하던 시대 속에서 호손은 모든 급진적인 개혁 운동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정적주의(quietism)57)를 견지해 진보적 인사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호손은『주홍색 문자』에서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헤스터를 동정하면서도, 페미니즘을 적극적

으로 옹호한다기보다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면 천국이 여성

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우한 환경 속에

서 성장했으며, 작가를 존중해 주지 않는 문화적 풍토 속에서 오랫동안

좌절을 겪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려 전전긍긍했

던 호손은 인간 본성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진한 낙관주의에 대해 회의적

이었다.58) 하지만 호손은 사회적 변화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

이 아니다. 호손은 사회개혁이 단지 이성에 입각한 제도 개혁으로만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회변화는 우여곡절 끝에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57) 호손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 노력을 통해 죄악과 싸우려 들기 보다는, 신에

게 만사를 의지하고 마음을 비워 영혼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 정적주의는 기독교 내부의 종파에 의해 탄생한 입장으로, 인간의 자발적, 능동적인 의지

를 최대한 억제하고, 초인적인 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수동적 사상이다. 정적주의는

17세기에 외형적인 선교만을 강조하는 교회주의에 항거하고, 신앙의 내면화 및 질적 향상을 지

향한 가톨릭 안에서의 신비주의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 신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톨릭 국가들의 정적주의는 후에 프로테스탄트의

경건주의(敬虔主義)로 계승되었다.

인터넷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totalSearch.jsp

58) 호손은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외가의 원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호손의

친가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집안이었지만 호손이 비현실적이고 남자답지 못한 직업으로 당대

에 폄하되던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호손은 오랜 백수생활 끝에 세관

에 취직해 생계를 보장받게 되었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인해 세관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Mellow 38, 15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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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것이다. 호손의 정적주의는 당대의 미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근대 유토피아 사상의 합리적 계몽이성과 단선론적 진보관, 그리고 전체

주의적인 속성에 대해 호손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전시대의 미국은 청교주의의 천년왕국 사상과 근대적 이

상주의가 결합된 유토피아를 추구했으며, 다양한 사회개혁운동과 대중문

화를 통해 미국적인 유토피아의 비전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근대화와

사회개혁운동을 통해 미국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던 근대적인 남성

주체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고, 타자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백인 중상류층 청교도 남성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주체는 보편적 인간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강변하면서 체제에 부합되지 않는 국외자만 변화시

키려 노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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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빛 베일을 쓴 천사와 검은 메두사

남북 전쟁 이전 시대의 미국인들은 산업화로 인해 삶의 양식이 근본적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했다. 경제 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는 사

람들의 노동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족 구조와 남녀의 성역할마저 재

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화는 토지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농

촌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의 노동 자본을 상품화한 새로운 노동 시장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집단적인 친족 공동체에 소속된 남녀가 함께 노

동을 공유했던 전근대적인 농촌의 생활양식을 버리고, 산업화된 도시에

서 노동력을 제공해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과 가정을 돌보는 여성으로 이

루어진 근대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전전시대의 미국인

들은 근대화로 인해 상실하게 된 목가적 자연과 전근대적인 농촌의 친족

공동체를 그리워했으며, 근대화가 초래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불안과 혼란에 직면해야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화의 주체

였던 전전시대의 남성들은 여성에게 전근대적 특성을 부과하고, 가정의

영역에 잃어버린 전근대적 낙원을 투사하려 했다.59) 그 결과 미국적 남

성상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대적 주체로서, 과거를 거부하고 근대화

가 가져온 변화에 대처하는 미래 지향적인 인간형으로 정의되었다.60) 반

면 전전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미래 지향적인 남성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로서 과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상하게 되었다. 여성은 과거에 대

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자 문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

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전시대의 가정은 여성의 모

59) 19세기 서구 문화 속에서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전문화와 분화가 덜 되어 있고, 생식능력을

지니고 있어 자연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로 간주되었다. 또한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한

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남성이 체험한 시간적 불연속성과 공간적 붕괴감

으로부터 안전한 존재로 여겨졌다(리타 펠스키 78).

60) 미국의 남성은 근대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공적 영역에서 자본시장을 개척하고 산업화에 기

여하며, 서부개척을 주도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반면 미국의 여성은 전

근대적인 미덕을 상징하는 존재로 타자화되어, 자연과 모성, 감정과 영성, 도덕성, 예술, 여가를

나타내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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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정의되었으며, 남성들을 압박했던 근대적 시공

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고향을 표상하게 되었다.

호손은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남북 전쟁 이전 시대를 전근대적인

세계관과 근대적인 세계관이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었던 시대로 정의하

고 있다.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근대화로 인해 상실하게 된 과거에 대

한 향수로 인해 의고적인 목가적 유토피아를 추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낙원의 이미지에

열광하기도 했다. 소설 속의 남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한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근대적 주체로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남성성을 현대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여성성

을 잃어버린 과거와 결부시켜 여성에게 낭만적인 향수의 판타지를 투영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과 커버데일

이 쓰고자 하는 목가적인 로맨스에는 전근대적인 여성성의 유토피아를

열망했던 전전시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본 논문은 전폭적인 근대화

를 추구했던 전전시대 미국 사회가 전근대적인 여성성의 유토피아를 갈

망하는 역설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특

성을 전전시대의 대중문화에서 재현된 인공적인 여성상과 관련해 논의하

고자 한다.

근대적 남성성과 비근대적 여성성이라는 이원론적 젠더 담론은 전전시

대 미국에서 영역 분리와 가정성의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되어, 남녀의 젠

더 차이를 절대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하려 했다. 하지만 근대의

이원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는 근대와 남성, 공적 영역과 남성을 동일시하

는 과정에서 여성을 정치 영역 밖으로 추방시키는 문제를 양산했다. 펠

스키는 “근대화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합리적 이성이 결핍된 것으로 여겨

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획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다(리타 펠스키 39). 근대화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이상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남성과 동일시되었고, 이

로 인해 근대 여성은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

전시대의 영역 분리와 가정성 이데올로기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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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적 영역 안에서 통제하려는 지배 담론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근대

여성들은 결코 근대의 공적 영역 바깥에 동떨어져 있던 존재가 아니었으

며, 계급과 인종적 위계에 따라 소비자와 노동자, 예술가, 개혁운동가, 독

자, 연인, 어머니 등 여러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화

에 동참”해 왔다(리타 펠스키 50). 근대 여성 또한 근대의 남성들처럼 근

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체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 여성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변화된 이질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규범체제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그들은 새롭게 출현한 대중문화의 소재로 대상화되거나 대

중문화를 소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사적 영역에 여성을 제한시키려

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대중문화의 생산자로서 공적 영역에 진출하기

도 했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전전시대 미국인들이 향유했던 다양

한 대중문화를 소개하면서,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자이자 재현 대상이었

으며, 문화 생산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당대 여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여성들은 당대 대중문화의 중심지였던 마을 회관에서

열린 베일 여인 공연과 블라이데일 공동체에서 열린 연극과 가장무도회,

여성 작가들의 대중 소설과 여성 개혁 운동가의 대중 연설과 같은 다양

한 분야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대화가 여성의 정체

성에 미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의 두 여

주인공들을 전전시대 미국사회에 출현했던 새로운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

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프리실라는 전전시대에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가

정의 천사 유형의 여성이며, 제노비아는 프리실라와 대조적인 주체적인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의한다. 전전시대의 대중문화는 프리실라와 같은

관습적인 여성상을 재현해 가정성에 대한 대중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제노비아와 같이 파격적인 여성을 대중들에게 소개해 논란을 일

으켰다.

전전시대 미국의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 머무르며 가정성을 실천하는 삶

을 영위하는 것이 이상적인 여성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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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들 중 상당수는 급격한 산업화와 자본화로 인해 프리실라처럼 공

적 영역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또한 노예해방문제와 여성의 인권 문제

와 같은 당대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노비아처럼 공적 영역

에 진출한 여성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리된 영역과 가정성 이

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이원적으로 분열된 여성관

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당대의 남성들은 프리실라처럼 가정적 여성상에

부합하는 여성을 미국적 이브로 정당화하려 했으며, 제노비아처럼 가정

이데올로기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들이 출현하자 그들의 여성성을 부정하

려 했다. 호손은 제노비아와 프리실라를 같은 혈통을 지닌 자매로 설정

함으로서 가정성과 영역분리 이데올로기의 도식성을 비판하고 있다. 두

여성은 선천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외양과 인격을 지녔다기보다, 각

자의 사회적, 물질적인 환경차이로 인해 엇갈린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묘사된다. 가난 속에서 학대받고 자란 프리실라는 영양 결핍과 노동 착

취로 인해 창백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으며, 이에 반해 제노비

아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안전한 사적 영역에서 보호받으며 자란 결

과, 활기 넘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제노비아와 프리실라로 대변되는 전전시대 미국의 여성들

은 베일을 쓴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

고 두 여성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다. 신비스러우면서도 순수한 빛을 내는 듯한 베일은 사적 영역에 모습

을 숨긴 채, 보이지 않는 영혼과 감정의 세계를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졌

던 당대의 여성들을 가리킨다. 또한 불투명한 베일 속에서 위험한 정체

를 감추고 있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는 당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문제들

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 익명으로나마 진출을 시도했던 여

성 작가들과 여성 운동가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블라이

데일 로맨스』의 베일 여인은 근대화된 사회의 주체로 살아남기 위해 남

성들이 억압하고 통제해야 했던 전근대적 요소를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

운 근대적 여성 주체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과 경계 심리를 투영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성의 베일을 쓴 여성상에 집착한 근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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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중문화 속에서 베일 여인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그것을 시각적으

로 항유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근대화가 파생

한 불안을 치유하려 했다.

전전시대 미국인들이 베일 여인의 공연과 여성 작가들의 대중 소설에

열광했듯이, 근대는 여성성을 대중적으로 상품화하고 소비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펠스키는 근대적 여성성을 “에로스와 인공의 역설적 결합”(리

타 펠스키 25)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특성이 19세기에 부각된 여성상

인 여배우에게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장품과

의상을 이용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여배우는 인공적이고 상품

화된 근대 여성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호손은 소설 속의 두 여

주인공들을 상황에 따라 전근대적인 여성상과 근대적인 여성상을 오가며

자신을 연출하는 여배우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창백한 노동자에서 순진

한 시골 처녀로 변모하며, 다시 도시의 세련된 여인과 신비스러운 베일

여인을 거쳐 가정의 영역을 수호하는 부인으로 변모하기까지, 프리실라

는 타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여배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제노비아 또한 목가적 전원의 여신에서 진보적인 페미니스트

를 거쳐, 도시의 세련된 귀부인과 가면무도회의 여왕에 이르기까지 전근

대와 근대적 특성을 자유자재로 연출하는 여배우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

고 있다.61) 제노비아는 타의에 의해 연기를 보여주는 프리실라와 달리

자신의 의지로 무대에 올라 주체적인 여성상을 연기하고 있으며,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커버데일은 제노비

아를 풍요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원시적 낙원의 이브로 규정하고, 그

녀가 발산하는 원초적인 에너지에 감탄하지만, 제노비아의 모습은 다채

로운 의상과 연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인공적 창조물이었던 것이

61)  작품 속에서 제노비아는 공적 영역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여배우처럼 연

기를 펼치는 것을 즐기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노비아는 은빛 베일 이야기를 모노드라마

로 연출하거나, 활인화 놀이와 가면 무도회 같은 연극 활동에서 뛰어난 배우의 재능을 발휘한

다. 제노비아의 연극은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공연은 아니지만, 베일 여인 공연처럼 당대 중산

층 사람들이 즐겼던 소비적인 여가 문화에 해당된다. 콜은 1850년대에 전문 연극인이 아닌 일

반인이 사교를 목적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설명한다. 당대

의 중산층은 여가 생활을 오락과 여흥으로 보내는데 몰두했으며, 제노비아의 연극처럼 사유화

된 오락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Coale Mesmerism and Hawthorne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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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전전시대에 여성의 육체는 프리실라와 제노비아처럼 대중 앞에

전시되어 상품화되었으며, 근대 여성 특유의 자질로 여겨졌던 감수성과

도덕성, 신앙심 또한 전전시대의 대중소설과 심령술 공연을 통해서 상품

화되었다. 호손은 자본화된 보스턴 사회에서 여성이 마치 상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소설 속에서 프리실라의 육체

는 자본에 의해 교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형상화된다. 프리실라가 지갑

을 만드는 장면 묘사에서 커버데일은 지갑과 프리실라의 섹슈얼리티를

동일시하며 여성을 상품으로 객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62). 돈을 매

개로 열고 닫히는 지갑의 형상은 프리실라의 섹슈얼리티 또한 자본에 의

해 거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62) 보스턴 거리에서 무디와 같은 중개

인을 통해 돈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었던 지갑처럼, 전전시

대의 남성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돈으로 성을 구매할 수 있었다. 실

제로 프리실라와 같은 전전시대의 여성 재봉사들은 사회의 최하류층에

속한 가난한 여성으로서,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당하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매춘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사라 에번스 166).

커버데일은 지갑으로 상징되는 프리실라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모순적이

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커버데일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는 접근할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익숙해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활짝 열

리는(62)” 것으로 프리실라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하여, 그녀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열어 두고 있다.63) 하지만 동시

에 커버데일은 프리실라가 육체성이 결핍되어 섹슈얼리티가 부재하는 여

성으로 여긴다. 프리실라는 “햇살이 그녀의 몸을 그대로 투과하는 것처

62) 근대는 성애의 상품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로, 근대 도시에서 매춘이 대규모로 상업

화되자 윤락 여성들은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행정적인 관리를 받게 되었다(리타 펠스키

47).

63)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와 프리실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을 보고 두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제멋대로 추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건강하고 여성미

넘치는 외양과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제노비아를 보고 커버데일은 그녀가 성적으로 자유분방

한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커버데일은 프리실라를 제노비아와 대조해 순결을 수호하는 이

상적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프리실라가 연애에 대한 낭만적인 판타지를 지닌 자신에게 어울리

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 73 -

럼 보일 정도로” 비물질적인 환영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173). 커버데일은 프리실라가 순결한 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

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숭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커버데일의 심리를 간파

한 제노비아는 5월 축제 때 프리실라가 착용한 화관에 악취를 풍기는 잡

초를 섞어 넣어, 프리실라의 외양과 실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

다.64)

커버데일은 가정적 여성상으로 보이는 프리실라를 근대적 여성상인 제

노비아와 대조한 뒤, 프리실라가 보다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평가한다. 그

러나 호손은 소설 속 남성들이 프리실라에게 전근대적 과거에 대한 향수

어린 판타지를 투영하는 모습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여성들

이 이러한 남성의 기대에 양가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호손은 웨스터벨트의 베일 여인 공연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판타지를

상업화하여 대중들을 현혹했던 전전시대의 대중문화를 비판한다. 베일

여인 프리실라는 의고적이고 신비에 싸인 여성성을 연기해, 잃어버린 과

거의 낙원을 대중들에게 환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실

라의 모습은 웨스터벨트에 의해 정교하게 연출된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제노비아는 자신의 의지로 전원적인 여성상을 연출하고 있음

을 의식적으로 표출하고 있다.65) 제노비아는 전전시대 미국 사회에 새롭

게 출현하게 된 여성상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여

성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은백색 베일’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극적인 방

식으로 들려주면서, 근대의 여성성은 고정된 기표가 아니라 가변적으로

연출되는 것임을 폭로한다. 제노비아는 전전시대 대중 문화의 재현 대상

이자 소비자로서 객체화되고 상품화되었던 대다수의 여성들과 달리, 대

중 문화의 생산자로 참여해 대중들이 지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64) 19세기에 꽃은 사적 영역으로 상징되는 정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가정적인 여

성을 상징하는 은유로 활용되었다(Pfister 56). 제노비아가 프리실라의 화관에 넣은 잡초는 프

리실라가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다.

65) 제노비아는 여성성의 상징이었던 꽃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여성상을 연출하

고 있다. 블라이데일 공동체에서 강렬한 야생화를 머리에 장식해 목가적 낙원의 이브(47-48)처

럼 자신을 연출했던 제노비아는, 도시에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꽃으로 치장해 부유하고 세련된

상류층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한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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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으려 했다. 제노비아는 ‘은백색 베일(The Silvery Veil)’이라는 이

야기를 극적으로 연출해 신비스러운 베일 여인으로 상품화되었던 프리실

라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또한 제노비아는 베일이라는 상징의

외연을 확장해 여성들을 사적 영역에 감금했던 가정 이데올로기를 비판

하며, 이에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은백색 베일 이야

기에서 베일 여인은 인공적인 여성성을 상품화하여 대중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대중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전전시대의 미국

인들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주로 여성들이 영매 역할로 출연한 최면술과 심령술 공연

을 관람하는 것을 즐겼다. 여성이 영매로 활동하게 되었던 이유는 여성

성에 대한 당대의 통념 때문이었다. 당대의 미국인들은 “여성이 선천적

으로 발달된 수동적인 감응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남성보다 섬세하고 풍

부한 감정을 소유했기 때문에 초월적인 영성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믿었다(Moore 207).66)

신비스러운 베일의 여인은 근대적 남성 주체의 모순과 결핍을 반영한

존재로, 남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웨스터벨트는 이원론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베일 여인을 근대적

남성과 상반된 대타적 존재로 설정하고, 여성의 전근대적인 특징을 극대

화한 모습으로 연출한다. 베일 여인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 존재로서 비

물질적인 연약한 육체를 지녔으며,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 영성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직관력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근대

적 과거와 근대적 미래 사이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대중들에

게, 신비스러운 베일 여인은 친숙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환기시켜 주

고 정서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웨스터벨트는

신묘한 능력을 지닌 베일 여인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배에 복종하는 모

습을 보여줌으로써, 전근대적 여성성이 근대적 남성성에 일방적으로 포

섭되는 광경을 관객에게 제시한다. 근대적 남성은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66) 전전시대의 심령주의자들은 수동적이고 감성적, 비이성적인 여성적 속성 때문에 여성이 영매

역할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알리는 영감의 통로

로 여겨졌다(Moore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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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여성과 같은 타자를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근대적 남성 주체인 웨스터벨트와의 동일시를

통해, 근대적인 혁신에 의해 베일 여인이 표상하는 숭고한 세계가 현실

에서 실현되리라는 모순적인 확신을 얻고자 했다.

웨스터벨트는 전전시대의 이상적 여성상에 걸맞는 외모와 성격을 가지

고 있었으며, 신묘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67) 프리실라를

베일 여인으로 선택했다. 그는 여성성에 비근대적인 속성을 투사한 당대

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베일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

를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이를 통해 초월적인 세계의 메시지

를 전달해 주는 예언가라고 홍보한다. 사람들은 프리실라가 구사하는 비

논리적인 언어를 도덕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은유로 해석해,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겁많고 우울한 눈빛을 견

디기 힘들어하기까지” 한다(175). 그러나 그들은 프리실라가 어려서부터

강압적인 아버지의 훈계와 이웃 사람들의 조롱, 혹독한 노동 착취에 시

달린 결과,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며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해한 것이다.

이처럼 전전시대의 대중문화는 여성을 베일여인처럼 신비화하고 낭만화

하여 대중들을 현혹시키려 했다. 관객들은 베일 여인이 신비스러운 베일

뒤에서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베일 여인에게 자신

의 여성성에 대한 판타지를 더욱 자유롭게 투사하게 된다. 켐벨(Colin

Campbell)은 근대인들이 소비 대상이 주는 직접적인 감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대상이 환기시키는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는

행위에서 쾌락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콜린 켐벨 15). 켐벨의 통찰대로

베일 여인 공연에 열광하는 관객들은 베일 여인의 이미지가 구현하는 상

상적인 쾌락을 탐닉하고자 한다. 웨스터벨트는 이와 같은 대중의 심리를

67) 프리실라는 숨겨진 물건을 투시하는 능력과, 침묵 속에서도 환청을 듣는 능력, 비논리적이지

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예언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같은 특성은 프리실라의 허약한 몸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영양실조로 인한 현기증 상태에서 환

청이나 이명 현상을 체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디는 프리실라를 엄격하게 훈육하면서 과거

의 영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주입시킨다.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프리실라는 사람들에게 펀틀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전달함으로서, 사람

들에게 유령 소녀라는 오해를 사게 된다(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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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가난한 노동 계층의 아가씨에게 베일을 씌워 가정의 천사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는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베일

여인이 “명망있고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그 결과 소문은 널리 확산되어 관객들의 흥미를 더욱 고조시

키게” 된다(40). 웨스터벨트는 베일 여인을 전전시대 미국인들이 숭배하

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홍보해, 대중들이 지니고 있던 여성성에 대한

판타지를 자극함으로써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베일 여인

공연의 관객들은 신비화된 여성을 응시하면서도, 그것이 인공적인 허상

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커버데일은 상업적인 대중 문화를 통해 당대 미국인들의 무의식까지

장악한 자본주의의 화신 웨스터벨트의 위력에 공포를 느낀다. 웨스터벨

트는 커버데일이 절대적으로 수호하고자 했던 신성한 자아의 내면세계를

이미 침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68) 웨스터벨트에게 장악되어 그의 시선

으로 세상을 본 경험이 있는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의 위력을 잘 알기에

베일 여인과 관객들이 그에게 장악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자본주의의 화신이자 근대적 남성 주체의 전형인 웨스터

벨트는 최면술적 위력으로 대중들을 장악해 사회적 관습과 도덕을 파괴

하는 위력을 보여준다. 베일 여인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커버데일은

“푸른색 안경을 낀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남자에게서 당대의 감상적인

소설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182). 근대적인

과학자 유형으로 보이는 푸른 안경의 남자는 최면술의 원리에 의해 지배

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에 대해 들려준다. 최면술로 상징되는 근대 자

본주의의 위력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도덕적 책임감과 신앙심. 동정

심과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를 파괴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주

체로서의 인간을 부정하게 만든다. 호손은 푸른 안경을 쓴 남성의 이야

기에 등장하는 관습과 도덕을 파괴하는 여성상을 통해, 도덕적인 위기에

처한 당대의 미국 사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68)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와의 만남으로 인해, 호손이 “심리적 강간”이라고 비난했던 최면술에 홀

린 듯한 경험을 겪게 된다.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인 관점으로 블라이데

일 공동체를 바라보고, 블라이데일의 이상주의에 냉소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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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미국 사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척도로 여겼다. 그들은 모성애와

같이 헌신적인 애정을 지닌 여성이 세상의 몰락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호손은 최면술에 걸린 여성들이 이타성이라는 여성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묘사한다. 커버데일은 “애인을 배신하는 아가씨와

남편을 배신하는 미망인, 어린 아기를 버리는 엄마처럼”(183) 도덕성이

파괴된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한다. 그는 혼란스럽고

타락한 전전시대에서 여성들마저 타락한다면 전인류가 지옥과 같은 세상

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순수하고 신비스러운 베일 여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웨스터벨트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한 것 같다. 커버데일은 베일 여인이 웨스터벨트의 최면술적 위력에

굴복하게 될 것인지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본다. 베일 여인의 정체가 프리

실라라는 사실이 폭로되자 프리실라에 대한 그의 환상은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 최면술에 의해 영혼을 침투당한 프리실라는 대중들 앞에서 웨스

터벨트에게 정신적으로 강간당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커버데일

은 순수하다고 믿었던 프리실라가 웨스터벨트와 같은 사기꾼에게 농락당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인다. 대중들이 베일 여인을 통해 인

공적으로 신비화된 여성성을 향유했듯이, 커버데일 역시 인위적인 가정

적 여성상을 프리실라에게 투영해 그녀를 왜곡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주도해 온 남성의 도덕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듯이, 순수하고 신비스러운 존재로 미화된 프리실라를 이상

적인 여성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손정희는 “베일 여인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프리실라와 제노비아 모두

를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계급적 차이에 관계없이 전전시대 미국의 모든

여성을 제약했던 가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은유”라고 해석하고 있다(손정

희 148). 은백색으로 빛나는 베일은 여성을 모호하고 신비스러운 존재로

미화해 주지만, 동시에 베일 뒤에 가려진 여성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게

만듬으로써 여성의 타자성을 강조한다. 베일 여인의 실체를 잘 알고 있

었던 제노비아는, 베일 여인의 모습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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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허상이라는 사실을 커버데일에게 암시해 준다. 결국 제노비아

의 은백색 베일 이야기는 당대에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미화되었던 가정

적 여성상에 대한 비판적인 우화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연극을 통해 베

일 여인이 베일 뒤에 갇혀 있는 존재임을 폭로한다. 베일은 “여성을 포

로로 구속하는 힘을 지닌 강력한 마술”(122)로써 베일을 쓴 여성은 “자

신의 진실한 모습을 감추고 아무런 실체도 없고 가벼운 허울처럼”(119)

살아가야 한다. 제노비아는 여성들이 웨스터벨트처럼 강력한 위력을 지

닌 가부장적 남성의 명령에 의해 베일을 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들은 “베일 밑에서 죽음보다 더한 속박 속에 갇혀 지내는 슬프고 고독한

죄수”(120)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베일로 상징되는 가정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물질세계로부터 격

리시켜 사적 영역에 감금하고, 여성을 집안의 천사라는 이미지에 구속시

켰다. 베일은 여성의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며, 남성보다 우월한 영

적 능력을 지닌 도덕적 존재로서 여성을 미화한다. 그러나 가정 이데올

로기는 여성에게 가정의 천사 역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부인하려 했다. 가정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비신체적인 존

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프리실라처럼 연약한 여성의 몸은 당대 미국인들

에게 가정적인 미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정 이데올로기는 호

손의 시대에 당대의 의학 기술과 결합되어,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69) 이러한 시대 상황

을 반영하듯이, 가정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넘

치는 활력과 건강한 몸을 부담스러워하며, 프리실라의 연약하고 순종적

인 모습을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웨스터벨트는 뉴잉글랜드

의 억압적인 사회 풍토로 인해 프리실라가 나약한 신체와 예민한 신경을

지니게 되었다고 일갈한다. 뉴잉글랜드 여성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부정

하고 방치해 온 결과 프리실라와 같은 여성상이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69) 전전시대의 중산층 미국인들은 건강 개선을 위한 지침서, 골상학과 절주운동, 채식주의, 산부

인과 수술, 자위금지 운동 등 인간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당대의 젊은

남성들은 골상학 지침서를 통해 가정적 미덕을 갖춘 순수한 여성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

르려고 노력했다(Pfister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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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오염된 공기, 운동부족과 목욕을 기피하는 생활

방식이 전통으로 이어져 유전적 소화불량 현상”(108)이 사회적으로 발현

된 결과, 프리실라는 전전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웨스터벨트는 나약한 프리실라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제노비아가 훌륭한

여성의 표본”(108)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정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희생 정신이

발달된 존재로 규정했다. 전전시대의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영적 능력으

로 남성을 치유하고 갱생시킬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프리실라는 사랑

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면서 헌신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

에, 홀링스워스와 커버데일은 그녀가 가정적인 미덕을 지닌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커버데일은 이같은 프리실라의 여성적 덕목을 높게 평가

하며, 비참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고 해석

한다.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의 조용하고 헌신적인 애정이 “보다 고상하고

공상적인 삶을 내면에서 추구하게 해준다”(173)고 믿었던 것이다. 베일

여인의 정체가 프리실라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커버데일은 프리실라가

웨스터벨트에게 오랜 시간 동안 착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육

체적, 정신적으로 순결한 여성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커버데일은 종교적

신앙심에 가까운 믿음으로 프리실라가 “동정녀같은 육신과 신성한 영혼

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186). 프리실라가 홀링스워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최면술의 위력을 이겨 냈다고 보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

며, 프리실라의 여성적 미덕이 행복한 결혼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적 영역에서 강제로 노동을 착취당하던 프리실라가 홀링스

워스의 보호를 받으며 자본 시장을 탈출해, 사적 영역에서 영원히 안전

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186).

이처럼 베일로 상징되는 전전시대의 가정 이데올로기는 여성에 대한 이

분법적 담론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남북 전

쟁 이전 시대의 미국인들은 도덕적이고 정숙한 영적인 여성과 도덕적으

로 타락한 육체적인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여성을 구별하여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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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커버데일 역시 가정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이원적으로 분열된 여성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성을

평가할 때 실제 여성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 여

성들이 자신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노

비아의 오만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낀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개혁 사상

을 충분한 근거 없이 폄하하며, 제노비아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도 그녀의 외양과 제스처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커버데일은 관습적

여성상으로 보이는 프리실라에게 낭만적인 판타지를 투사해, 프리실라가

자신을 왜곡하는 커버데일에게 거부감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70) 그녀

를 주관적으로 미화하려 한다.

제노비아는 은백색 베일 이야기의 주인공 씨오도르(Theodore)에게 커

버데일의 모습을 투영하여, 커버데일의 여성관을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씨오도르는 베일 뒤에 숨겨진 여성의 얼굴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베일 여인의 아름다움에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일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시체 같은 얼굴이나, 메두사(Medusa)처럼 뱀의 머리에다 이

마 중앙에 커다란 빨간 눈이 하나 달린 괴물의 얼굴”(121)이 존재할 수

도 있기에, 커버데일은 베일을 걷기 전에 입술에 키스를 해달라는 베일

여인의 부탁에 주저하게 된다. 전전시대의 미국인들은 커버데일처럼 여

성의 아름다운 얼굴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것이며, 반대로 추악한

외모나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여성의 얼굴은 그녀의 내면이 도덕적, 영

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징후라고 생각했다(Pfister 45). 그러나 씨오도르가

베일 뒤에 있을까 두려워하는 괴물 같은 여성상은 이분법적 여성관이 만

들어낸 허상으로서, 관습적인 여성상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두려

70)  커버데일은 프리실라가 의지력이 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프리실라

가 커버데일에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리실라는 커버데일이 자신이 만든 취침모자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을

거부하며, 프리실라가 여성운동가 마가렛 퓰러(Margaret Fuller)와 닮았다고 주장하는 커버데일

의 의견에 반대한다(74). 또한 커버데일이 그녀를 꿈같은 존재로 묘사하자 프리실라는 커버데

일의 손을 뿌리치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61). 프리실라의 실체에 대해 무지한 커

버데일이 어두운 기억이 없어 보인다면서 프리실라의 쾌활한 모습을 부러워하자, 그녀는 어두

운 과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다(93-94).



- 81 -

움을 반영한 것이다. 메두사로 형상화된 베일 여인은 씨오도르 내면의

공포가 투사된 환상의 산물로서, 가정의 천사 같은 이상적 여성상의 이

면에 드리운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다.

제노비아는 여성성의 판타지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회

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여성을 불신하는 커버데일을 비판하며, “아주

용감한 남성만이 베일을 걷어 올려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118)

이라고 경고한다. 여성을 순결한 천사와 육체적인 악마로 이분하는 커버

데일의 도식적인 여성관과 달리 제노비아는 여성이 가진 영적 측면과 육

체적인 측면을 모두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노비아는 여성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덕성과 정신세계를 추

구하는 혁신적인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안과 혼란에 빠진

씨오도르의 모습을 통해, 베일 뒤에 감춰진 여성의 육체성을 두려워하며

관습적인 여성상인 프리실라를 선택하는 커버데일을 비판하고 있다. 씨

오도르가 베일 뒤에 감춰진 여성의 실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베일 여인으로 상징되는 당대의 이상적 여성상이 인공적으로 구성된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베일 여인의 정체가

메두사로 상징되는 괴물 같은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씨오도르의 불안은,

전전시대 미국사회에 출현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페미니스트

에 대한 경계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당대의 남성들은 씨오도르처럼 여

성성 역시 근대화의 격변 속에서 오염되거나 변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호손은 작품 속에서 메두사와 제노비아를 유비하며, 제노비아의 페미

니즘 사상과 여성적 위력에 대해 전전시대 남성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를

형상화하고 있다.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씨오도르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메두사를 “커다란 빨간 눈”으로 남성을 응시하며, “해골

의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괴물”(121)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씨오도르가 메두사를 공포스러운 죽음의 이미지로 형상화는 이유는, 그

가 여성들을 관음해왔던 자신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

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제노비아는 베일 뒤에 가려진 여성을 메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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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혁명적 잠재력을 지닌 독립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메두사와 같은 베일 여인의 얼굴은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혁

명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녀의 응시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Pfister 98)71). 제노비아는 메두사처럼 여성을 관음하려는 남

성에게 도전적인 시선으로 응대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저항

하고자 한다.72) 그러나 전전시대의 남성들에게 제노비아와 같은 반항적

인 여성은 세상을 전복할 수도 있는 불온한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여겨

졌다. 홀링스워스는 여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페티코트를 입은 여자

괴물”(128)에 비유하며,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그 또한 커

버데일처럼 당대에 새롭게 출현한 페미니스트들이 메두사처럼 세상을 마

비시키고 변형시키는 혁명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지니고 있었

던 것이다.

제노비아는 사적 영역에 갇혀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여성의 현실을 베일 여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제노비아는

베일 여인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인 활

동을 왜곡하고 저지하려 했던 가부장적인 남성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제노비아는 사적 영역에서 세상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전전시대 여성과는 달리, 공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을 엄격

하게 제한했던 당대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그녀는 가명으로 자신의 정

체를 숨기며 작가로 활동해야 했다.73) 제노비아는 자신의 메시지를 진지

하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의 여성성을 왜곡하고, 메두사와 같은 존재

71) Pfister는 페르세우스가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 메두사를 이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노비

아가 메두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페르세우스는 폴리덱테스 왕이 메두사의 머리를 보

여 달라고 하자 메두사의 응시를 이용해 정적들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버린다. 메두사는 혁명적

잠재력의 상징으로서 폴리덱테스 왕과 신하들을 마비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다(Pfister 98).

72) 제노비아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궁금해 하며, 관음적인 시선으로 제노비아를 훔쳐보던 커버데

일에게 제노비아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며 커버데일의 잘못을 질타한다(71).

73) 커버데일은 제노비아라는 가명이 여성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받

기 위해 쓰고 나온 가면”이라고 정의하며, “베일의 여인이 두르는 하얀 천과 같은 보호책”이라

고 설명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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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자화하는 남성들을 비판하기 위해 베일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

영하고 있다. 그러나 씨오도르는 베일여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던 이상적인 여인

을 얻는데 실패한다. 제노비아는 ‘은백색 베일’ 이야기를 통해, 여성에 대

한 왜곡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과 진실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커버

데일과 같은 남성들을 비판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제노비아와 같은 여성 작가가 쓴 감정 소설과

가정 소설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여성 작가의 소설을 소비

한 주 고객층 또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전전시대 미국 여성들은 문학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여성 작가들의 작품세

계와 여성적 문예미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 되는 경우

가 다반사였다. 전전시대의 여성 작가들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결핍된 감상적이고 도피적인 소설을 통해, 재미와 안일한 도덕적 교화만

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Amireh 112). 커버데일 또한 여성작가를

비판했던 당대의 지식인 남성처럼, 제노비아의 단편 소설과 논문에 대해

“잡초처럼 강경한 철학을 담은 초라한 글”이라는 평가를 내린다(68). 그

러나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글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

시하지 않은 채, 공공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제노비아의 외양에만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소박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육체를

지닌 제노비아는 여왕과 같이 당당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연설을 진행

해, 커버데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메시지

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그녀의 매력적인 자태에 홀려 “그녀의 형상과

얼굴을 본뜬 초상을 복제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다. 제노비아는 매력적인 여배우처럼 무대가 아주 잘 어울리는 여성으로,

“그녀를 일부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나머지 인류에게

미안한 지경”(69)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여성성을 상품화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근대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전전시대에 여성이

자신을 대중들 앞에 공개하는 것은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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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데일이 연설하는 제노비아의 얼굴과 팔, 가슴을 훔쳐보며 성적인 죄

책감을 느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적 영역에 자신을 드러낸

여성은 대중의 관음적 시선에 노출되어야 했다. 전전시대의 영역 분리와

가정 이데올로기는 사적 영역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한 여성을 이상화하면

서, 공적 영역에서 노동하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타

락한 여성으로 폄하했다. 호손 역시 공적 영역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여

성 작가와 개혁운동가들을 대중에게 여성성을 파는 윤락 여성에 비유한

바 있다(Amireh 111). 이처럼 전전시대의 여성작가는 가정 이데올로기를

일탈한 존재로 매도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노비아처럼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전전시대의 여성들은 그들

이 공적 영역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여성성 자

체를 심판하려 드는 대중들을 상대해야 했다. 일례로 가정 소설 작가인

펀(Fanny Fern)은 자신의 작품『Ruth Hall』에서 가정 이데올로기를 일

탈한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켜 당대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다. 펀은 진정

한 여성성을 공격하는 책을 썼다는 비난을 받으며, 강제로 개인적인 신

상이 공개되는 모욕을 당해야 했다.74) 호손은 펀이 기존의 장르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예술가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훌륭한 작가로 인정했다75). 호손은 알려진 것처럼 여

성이 작가로 활동하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가정 이데올로기를 무분별하게 찬양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

한 아마추어적인 글쓰기를 옹호하는 태도를 혐오했기 때문이다(Amireh

111-112).

펀의 소설이 그러했듯이, 공적 영역에서 제노비아가 주장하고자 했던

페미니즘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당대의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오

74) 사람들이 펀의 작품이 아니라 여성 작가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며 펀의 여성성을 심판하려 하

자, 그녀는 집에서 글을 쓰면서 동시에 아이를 보살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작가가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변명해야만 했다(Amireh 119-120).

75) 펀은『Ruth Hall』에서 몰락한 중산층 미망인이 재봉일로 생계를 잇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

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녀는 다른 여성 작가들과 달리 작가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대

의 인습에 도전하여, 개인주의와 경제적 독립, 예술적 재능을 찬양함으로써 고정된 젠더 정체

성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Amireh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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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사게 된다.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페미니즘을 그녀의 불행한 개인

사와 연관해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제노비아가 과거에

실패한 연애로 인해 불안한 정서와 도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남

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페미니즘을 통해 남성들과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한다(126). 그러나 근거 없는 비난을 무릅쓰

면서까지 공적 영역에 진출해 페미니즘을 주장한 제노비아의 모습은 단

지 오락을 위한 연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저술 활동과 대중

강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개혁 사상의 이론을 전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

려는 모습을 보여주자, 제노비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여성들도 어느

정도 그녀를 인정하면서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원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177).

제노비아는 전전시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권리를 주장

한다면 메두사처럼 혁명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제노비

아는 메두사를 서구의 남성 작가들이 묘사해 온 것처럼 오만하고 파괴적

인 여성이 아니라,76)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에 대항하

는 여신77)으로 간주한다. 메두사 여신의 이미지는 그녀가 가명으로 선택

한 제노비아 여왕의 이미지와도 연관된다. 제노비아는 로마 황제에게 대

항해 조국을 수호하려 했던 팔미라(Palmyra)의 여왕 제노비아를 가명으

로 선택해, 전전시대의 가부장적 미국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 당대의 미

국 사회는 공적 영역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제노

비아는 제노비아 여왕의 이름을 베일처럼 활용해 페미니즘을 공론화하고

자 했던 것이다. 가명을 활용함으로써 제노비아는 사람들의 부당한 공격

으로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었으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

성상을 대중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그녀는 제노비아 여왕

76) 메두사는 서구 문화 속에서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의 부정적 원형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리

스 신화에서 메두사는 아름답고 오만한 여인의 상징으로 형상화된다. 매력적인 처녀였던 메두

사가 괴물로 변하게 된 연유는 그녀가 아테네 여신과 미모를 겨루다 벌을 받았다는 일화나, 아

테네 여신 신전에서 애인 포세이돈과 밀회를 즐기다가 벌을 받았다는 일화로 설명된다(조지프

캠벨, 신의 가면3, 181). 프로이트(Sigmund Frued) 또한 메두사의 얼굴에서 억압된 여성의 성

적 에너지를 읽고, 메두사를 악녀의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Mueller 88).

77)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신에 대항하는 아들을 돕기 위해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 의해 태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Pfister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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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주체적이고 강인한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연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제노비아 여왕의 모습은 블라이데일의 가면 무도

회 장면에서 극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가면 무도회에서 제노비아는 커

버데일의 관음적인 시선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여왕으로 묘사된

다(258). 가면 무도회에는 가부장적인 기독교에 의해 타자화되었던 여성

들인 다이아나(Diana) 여신과 마녀들이 보이며, 커버데일과 같은 청교도

백인 남성에게 억압받아 온 인디언 추장과 흑인들도 자리를 함께 하며

불온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미국 역사에서 소외된 타자들이 “술

취한 채로 사탄의 음악에 맞춰 악마적으로 얽혀드는 장면”(192)을 목격

한 커버데일은 그들의 파괴적인 잠재력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된다.

가장 행렬의 군중들은 근대화의 전형적 주체였던 커버데일이 자신들을

타자화하며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제노비아 여왕에게 커버데일

을 붙잡아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호소한다. 이 장면에서 제노비아는 억

압받은 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왕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전전

시대의 가부장적 남성을 대표하는 홀링스워스에게 심판을 받고 블라이데

일의 여왕 자리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제노비아는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 맞서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

려 했지만, 홀링스워스에게 사랑받기 위해 페미니즘의 이상을 기만한 자

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나 주체적이고 강인한

페미니스트가 되고자 했던 제노비아는, 죽음을 결심한 순간에도 커버데

일에게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커버데일이 자신의 비극

적인 죽음을 낭만적인 서정시로 미화할 것을 간파한 제노비아는 커버데

일에게 “영혼이 느낀 고통을 담아 동정심이 우러나는 시”를 창작해, 사

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쓰디쓴 교훈을 얻게 해달라는 말을 남긴다

(209). 죽은 뒤에도 그녀는 자신이 지닌 배우의 재능을 발휘해 가부장제

에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차갑게 굳은 시체로 발견된 제노

비아는 고통스러운 표정과 반항적인 자세로 목격자를 공포에 떨게 만든

다(209). 이 장면에서 제노비아의 경직된 얼굴 표정은 참수된 메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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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처럼 추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제노비아가 실연의 상

처로 인해 자살한 것처럼 그녀의 죽음을 낭만화하려 했던 커버데일은 괴

기스러운 제노비아의 모습에 압도되어, 평생 동안 기억에서 제노비아의

시체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게 된다.

웰든은 제노비아의 죽음을 실제 제노비아 여왕의 비극적 최후와 비교하

고 있다(Weldon 98-99). 로마 황제와 블라이데일의 남성들이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은 여성으로 왜곡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78) 두 제노비아는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여성은 공

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자신들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한 채, 세

인들이 여성성에 투사하는 부정적인 통념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그러

나 철저한 물질주의자로 형상화된 웨스터벨트는 여성성에 대한 추상적인

담론으로 제노비아를 왜곡하는 것을 거부한다. 웨스터벨트는 자신이 실

제로 체험했던 제노비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뛰어난 여배우처럼 사람

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제노비아를 높이 평가한다

(212-213).79) 반면 당대의 문학적 관습을 그대로 답습해 제노비아의 죽

음을 낭만화하려는 커버데일은 호손이 경멸해 마지않았던 대중 소설 작

가들처럼, 이류 예술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파이스터는 호손이 제

노비아를 메두사의 위력을 지닌 예술가로 형상화함으로써, 지배 이데올

로기를 뛰어넘는 예술의 힘과 예술가의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조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Pfister 98). 제노비아는 여성이 진정으로 해방되려

면, 여성을 관습적인 역할로 재현하려는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

78)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Aurelius)는 자신의 전능한 힘으로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은 여성을

정복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 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제노비아

를 값비싼 보석과 상아, 금쇠사슬로 무겁게 치장하여 수장시키는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는 제노비아 여왕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다. 웰든은 가부장적

남성들이 남성의 세계에 도전한 여성들을 서사시의 주인공이 아닌 로맨틱한 마네킹으로 왜곡

하려 했다고 비판한다(Weldon 98-99).

79) 웨스터벨트는 장례식장에서 제노비아를 회고하며, 그녀가 “적극적인 성격과 폭 넓은 사고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낙천적인 성격으로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여성”이라고 평가한다. 그

녀는 “배우의 재능을 활용해 세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실

제로 제노비아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배우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을 가능

성이 있다. 제노비아는 캐서린 헵번이나 그레타 가르보, 안젤리나 졸리처럼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배우로서 대중들에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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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커버데일과 독자들에게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메두사로 형상화된 제

노비아는 전전시대의 감상적인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대안적인 상징이라

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제노비아는 ‘은백색 베일’ 이야기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가정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

만 호손은 ‘은백색 베일’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 자매애의 이상을 스스로

기만한 제노비아의 한계도 묘사하고 있다. 제노비아는 회의적인 태도로

인해 꿈에 그리던 여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 씨오도르의 모습을 통해

서, 여성의 도덕적 인격을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그러나

제노비아는 공적인 이상보다 사적 욕망을 중시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통

해, 여성을 도덕적인 존재로 여겼던 자신의 신념을 파괴하고 만다. ‘은백

색 베일’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제노비아는 베일 여인이 마술사에게

소환되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프리실라의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는 동

시에, 웨스터벨트에게 프리실라를 넘겨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호손은 자매애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제노비아가

상류층 출신의 여성으로서 프리실라와 같은 하류층 여성과 연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제노비아는 자매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공적인 이상을 배신하고 홀링스워스를 차지하려

는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사실 제노비아는 펀틀로이가 남긴 유

산으로 인해, 상류층 여성이라는 신분을 누리면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

상을 추구할 수 있었다. 작품 속의 제노비아는 19세기를 풍미했던 자유

주의적 페미니즘80)에 가까운 사상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블라이데

일 공동체에서 페미니즘적인 신념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그녀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서, 공동체의 여성들이 동등하게 여가를 누리면서 경제

생활에 기여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프리실라에게 사

회생활에 필요한 도덕과 예의범절과 교양을 가르쳐 주려는 노력을 기울

80)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도 똑

같이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서 찾았으며, 남

녀 모두가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하게 태어났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정치적 개혁이나 교육을 통

해서 암묵적으로 고착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여성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썼으

며, 개인적 능력과 노력에 의해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미셸 바렛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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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노비아는 의존적이고 나약해 보이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프리실라를 경멸하는 듯한 태도

를 보여준다. 제노비아는 프리실라가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자립적인 여

성이 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동 계급의 여성이 처한

현실을 체험한 적이 없는 제노비아는 프리실라와 같은 무기력한 여성상

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 제노비아가 옹호하려 했

던 여성의 권리는 전체 여성이 아닌 백인 중산층 여성 중심이었다는 한

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제노비아는 노동계층의 여성과 유산계급의 여성을 분열시키는 가정 이

데올로기의 계급적인 측면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 이데올로기

의 맹점은 전전시대의 이상적 여성상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이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로 제한된다는 사실이었다. 가정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여

유로 인해 사적 영역에서 여가를 누리는 여성이 좋은 여성이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가정 이데올로기는 진정한 여성성이 경제적 현실로부터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전전시대 미국에

서 중산층 이상의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일할 필요 없

이, 사적 영역에서 여가를 누리며 자녀 양육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지닌 남성의 소유였기에 가정적 여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다. 가정 이데올로기는

하류층 여성들의 노동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을

가로막아, 전전시대 미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궁

극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결국 가정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

간을 이루는 중산층 가정에 적합한 여성을 선별하고, 나머지 여성들을

배제하는”(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52) 기능을 담당해 사회

를 통합하고 가부장 제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가정 이데올로

기는 산업화, 자본화된 전전시대 미국 사회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여권 운동은 제노비아와 같은 중상류층 출신의 여성들이

프리실라와 같은 하류층 노동 계급 여성들과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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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전전시대의 중산층 여성들은 다양한 기독교 단체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류층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

해 자매애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계급간의 연대를 바탕으

로 가부장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을 추구하

게 된다(바버라 J. 맥해피 140). 그러나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려 했던

제노비아는 하류층 여성인 프리실라를 억압하는데 공모함으로써, 페미니

즘의 이상을 배신하게 된다. 제노비아는 알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프리실

라가 블라이데일 공동체에 합류한 이유는 제노비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177). 프리실라는 하나밖에 없는 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려 했었던

것이다. 뒤늦게 프리실라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노비아

는, 여성의 도덕적 우월함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으면서도 결국 자매애

를 배신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다.

전전시대 여성들이 공적인 사회개혁운동의 주체81)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정성 이데올로기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도덕적 우

월성을 전제했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도덕성을 명분으로 하여 금주운동

과 빈민구제운동, 노예페지운동과 같은 사회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었다. 제노비아는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 했으나, 페미니스트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인 자매애를 부정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호손은 제노

비아가 커버데일의 견해대로 실연의 상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죽기 직전 홀링스워스의 이기성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프리실라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프리실라에게 사죄하며 “흠 없이 깨

끗한 삶을 살고 싶었다”(199)며 고백하는 제노비아의 모습에서는 페미니

즘의 이상을 스스로 배신했다는 강한 죄책감이 느껴진다. 제노비아는 전

81) 1820년대에 일어났던 종교부흥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여성과 종교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출현한 운동이었다. 자본주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사회의 중심축이었

던 가정과 종교가 주변화되자, 중산층 여성들은 목사들과 연합하여 세속화에 저항하면서, 회심

과정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역설했다. 종교부흥운동은 여성이 도덕적 회심 경험을 통해 악덕을

개선하려는 비판의식을 함양하게 된다고 여기고, 여성이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했

다. 그 결과 1830년대에 미국은 복음주의적 이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서 도덕

적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천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사라 에번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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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의 견고한 가부장 체제 속에서 여성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잃어버린 듯 하다. “여성이 조금만 인습을 벗어나도 비난

하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찍힌” 제노비아는 더 이상 페

미니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201). 수

녀가 되어 얼굴에 검은 베일을 쓰고자 한다는 말로 커버데일에게 자살을

암시한 제노비아는, 죽음만이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성취할 수 있는 유

일한 자유라고 여기고 자살을 실행에 옮긴다.

이처럼 제노비아는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

판하려 했다. 그러나 커버데일은 제노비아가 실연의 상처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묘사해, 그녀의 죽음을 낭만적인 서사로 왜곡하려 한다. 호손은

커버데일이 자살한 여성을 오필리어(Ophelia)처럼 미화하려는 모습을 통

해, 가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여성성을 무분별하게 상찬해 온 전

전시대의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유토피아적인 여성성의 판타지를 유포함으로써,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고

히 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를

통해 당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정 소설과 감정 소설의 관습적인

양식을 비판하려 한다. 호손은 감상적인 대중소설의 특징인 전형적인 주

인공과 관습적인 결말을 전복시킴으로써, 당대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

항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수성가한 기업가 유형의 남성을 이상적으로 묘사했던 대중 소설 작가

와는 달리,82) 호손은 소설의 남자 주인공을 비관습적이고 양가적인 캐릭

터로 형상화했다. 커버데일은 전전시대에 이상적으로 여겨진 경쟁 지향

적이고 진취적인 남성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현실적인 삶의 목

표도 없이 취미와 오락으로 소일하는 소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대 사회에서 남자답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진 예술가가 되고자 한다.83)

82) 전전시대의 대중 소설은 가난하지만 근면 성실한 청년이 자수성가하여, 가정성의 미덕을 지닌

여성과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주로 형상화했다(Amireh 115).

83) 전전시대 미국인들은 남성을 비예술적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은 예술 감상이나 여가와는 거리

가 먼 것으로 간주했다. 독서는 당대에 여성의 여가이자 취미 활동이었기 때문에, 남성 작가는

여성적 직업을 지닌 남성이 되어 여성의 젠더에 문화적으로 동일시되었다. 전업 작가인 남성은

심리적으로 거세된 무기력하고 연약한 남성으로 비춰졌던 것이다(Person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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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영역에서 공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커버데일은 자신을 남자답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는 주류 사회를

거부하고자 한다. 그는 남성이 주도하는 비정하고 폭력적인 세계를 극도

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성은 “완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냉혹

한 지배체제처럼 우리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여 타락시키는”(126-127) 존

재이며 “아프거나 불구가 된 동료를 내모는 짐승처럼 이기적이고 비정한

본성을 지닌 잔인한 존재”(67)라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남성의 폭력과 야만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여성에게 도덕성과

순수성을 강박적으로 투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야수적인 본능

을 추구하며 게임에서 승리하려 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놀이를 통해

새로움과 다양성, 조화와 균형을 지향”한다(95)고 주장하며, 여성을 도덕

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규정한다. 커버데일은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심원

하고 순수한 종교적 감성을 부여”(127)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여성들의 모범적인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추악한 성품

을 완화시키고 개선”해야 한다(67)고 주장한다. “보다 나은 질서를 세우

기 위해서 하느님이 목사의 직분을 여성에게도 기꺼이 허락하기를”(127)

기도하며, “앞으로 천년 동안은 모든 지배권이 여성의 수중에 맡겨지기

를 바란다”(126)고 이야기할 정도로, 커버데일은 여성성을 상찬하고 여성

성에서 위안을 얻으려 한다. 그는 남성이 주도하는 세계를 비판하며 여

성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주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커버데일은 근대적

유토피아로 형상화된 보스턴을 떠나 목가적인 전원에서 전근대적인 유토

피아를 추구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여성적 성향과 예술세계를 이해해

줄 동료를 찾아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실현하고, 진정한 자아를 추구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커버데일은 자신이 거부하고자 했던 관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예술가

적 이상과 남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혐오하면서도,

가정적인 여성을 이상화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었지만, 자신도 젠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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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로 동료들을 왜곡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블라이데일의 공적 영역

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홀링스워

스는 커버데일이 아플 때 그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으며, 사석에서 단둘

이 있을 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여성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

다.84) 그러나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가 교화소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

트에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석한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의 여성적인 면모를 순수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하

고 있는 것이다. 그는 홀링스워스 역시 자신처럼 여성적인 성향을 억압

해 온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다. 호손은 홀링스워스가 평

생 제노비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양

심의 갈등을 느끼는 입체적이고 양가적인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커버

데일이 의심한 대로 홀링스워스가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들

을 이용하는 캐릭터였다면, 그는 결말부분에서 죄의식으로 위축된 모습

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홀링스워스는 전형적인 근대적 주체로서 타

자를 기만적으로 억압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또한 가정성 이데올로

기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젠더에 대한 편견으로 인

해 분열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외양과 내면 사이의 괴리로 인해 괴로

워하는 인물인 것이다. 커버데일과 홀링스워스는 서로 친밀해지고 싶은

정서적 욕구와 권력을 장악해야겠다는 야심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양

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두 남성은 여성을 사이에 두고 경쟁 구도

에 놓임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수립할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커버데일은 제노비아가 페미니스트로서 공적영역에 참여하고자 하

는 동기를 사적인 원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커버데일은 제노비

아가 가정적인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공적인 업적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84) 홀링스워스는 남성적인 외모와 강인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남성으로는 드물게

부드럽고 온화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이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가 “망치로 철을 두드려 만들

어 놓은 듯한 강건한 외양”에 근육질의 체격을 지닌 남자다운 모습을 지니고“(57) 있으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부드러움을 간직한 목소리와 눈빛말씨와 행동(58)”을 겸비한 매력적인 인물이

라고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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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커버데일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동료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참다운 인간관계를 수립하는 데 실패

하게 된다. 동료들과의 관계에 실패한 그는 블라이데일의 공적 영역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은신처로 도피한다. 그는 도덕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

게 우러나오는 시를 쓰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사람들을 몰

래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려 한다. 자신의 남성성

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커버데일은,85) 홀링스워스가 자신을

지배하려 들자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다른 여

성들 앞에서 남자다운 홀링스워스와 비교되어 여성화되는 체험을 겪은

뒤, 그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궁극적인 회의를 느끼

고 블라이데일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블라이데일에서 여성성의 유토피아

를 추구하려 했던 커버데일은 시적 영감과 행복의 원천인 여성들과 결합

하지 못한 채, 시쓰기를 포기한 독신자가 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이

처럼 호손은 커버데일을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묘사하

고 있다. 커버데일은 관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려 했으나, 그로

부터 해방되지 못했던 양가적인 인물인 것이다.

거친 소나기가 퍼붓고 세찬 돌풍이 부는 엄혹한 현실의 세계로 귀환한

커버데일은 보스턴의 호텔방에서 영혼의 한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인데

도 벽난로에 불을 지핀다. 커버데일은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를 등지

고 사적인 영역으로 도피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그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위협이 없이 사적인 판타지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위안을 얻으려 한다. 도시에서 커버데일이 머

무르는 독신자 숙소나 호텔방은 거친 세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피신처로서 안락한 가정의 이미지가 반영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방

안의 화롯가에서 타오르는 훈훈한 난로불은 차갑고 혹독한 눈보라가 몰

85) 커버데일은 여성적 성향이 강한 예술가 남성으로서, 자신의 남성적 주체성에 대해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다. 전전시대 미국에서 남성 작가는 젠더에 따른 분업 체제에서 벗어난 존재로 여

겨졌기 때문이다. 당대에 남성 작가는 젠더에 따른 성역할을 벗어난 심약하고 남자답지 못한

인물로 여겨졌다(Amireh 87, 90-91). 이와 같은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듯이 홀링스워스는 커버

데일의 시쓰기를 평가 절하하며, 자신에게서 예술가적 감수성을 부정함으로써 남성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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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는 바깥세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커버데일은 안락

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덜기 위해 술에 의

존해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한다. 근대화의 중심지인 도시 한복판에서

커버데일은 사치스러운 소비생활로는 채울 수 없는 정신적인 공허와 결

핍을 느끼면서, 진정한 가정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온기를 희구

하고 있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전전시대의 대중들이 지니고 있었던 유토피아적인 가정에

대한 판타지를 마음 속 깊이 내면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상을 잃

어버린 채 상실감에 젖어 있는 커버데일은 황량한 도시 속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할 사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찾아 도시의 건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는 도시인들의 시야에서 감춰져 있는 건물의 이면에 주목하

며, 이러한 공간을 사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으로서 이상화하고

있다. 건물의 뒷면에 자리잡은 잔디밭과 정원은 커버데일에게 마치 따뜻

하고 아늑한 가정성을 구현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정원에서 자라나는 풍

성한 과일과 플라타너스 나무에 둥지를 튼 새들을 보며 커버데일은 자신

만의 사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147). 사적

인 가정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커버데일은 도시 한 가운데에서 중산층

가정의 행복한 일상 풍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그는 아버지가 부인

과 아이들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을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비유한

다(149). 그들처럼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여긴 커버데일은, 하느님께서 이 선량한 가족을

축복해 주기를 기도한다. 그날 밤 그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신의

소외감을 반영한 듯한 꿈을 통해 가정성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드러낸

다. 꿈 속에서 블라이데일의 동료들을 목격한 커버데일은 부부로 등장한

홀링스워스와 제노비아 커플의 행복한 모습을 홀로 남겨진 프리실라의

슬픈 모습과 대조하고 있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와 제노비아가 이룬

행복한 가정의 모습 속에 합류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자신을 그들 부

부가 낳은 아이로 등장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커버데일은 행복한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한 프리실라에게 감정을 이입해 강한 슬픔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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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150).86)

호손은 전전시대의 대중들이 가정소설과 감정소설과 같은 대중 소설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판타지를 충족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했던 전전시대의 다른 작가와

는 달리, 호손은 당대의 지배 담론이었던 분리된 영역과 가정성 이데올

로기에 양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

은 대중 소설의 전형을 빌려와서 그것을 전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 일반적인 대중소설의 플롯과는 달리,『블라이데일 로맨스』는 이상적

인 배우자를 얻는데 실패한 커버데일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이야

기를 다루고 있다.87) 이상적인 남성상이 되는데 실패한 결과 이상적인

여성을 얻을 수 없었던 커버데일의 이야기는, 당대의 대중들이 예찬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해체적인 서사를 만들어 낸다.

호손은 진상과 거리를 둔 채 진실을 은폐한다는 뜻의 이름을 지닌 마일

즈 커버데일(Miles Coverdale)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화자의 이야기에 독자가 비판적인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다. 도덕적, 인

지적인 결함이 있는 화자를 서사의 주체로 세운 호손의 전략으로 인해,

독자는 커버데일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동시에 회의해야 하는 입장에 놓

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독자는 대중 문학 속에 반영된 당대

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정당한 것인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다.

호손은 커버데일을 통해 가짜 유토피아를 미화하는 사회와 예술을 거부

하고, 진정한 예술은 삶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커버

데일은『블라이데일 로맨스』의 서사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고전

극의 코러스처럼 보조적인 관찰자로써, 때 맞춰 박수를 보내고，때로는

86) 커버데일은 공동 주택 지붕 밑 창문가에서 쓸쓸하고 고독해 보이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발견하

고, 비둘기에 자신의 외로움을 투사한다(150). 호손은 이 장면에서 가정성을 상징하는 동물인

비둘기를 등장시켜, 행복한 가정을 열망하는 커버데일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커버데일은

비둘기에게서 유순하고 순진한 프리실라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녀에 대한 아쉬움과 애착을 드

러낸다. 비둘기는 호손이 부인 소피아를 불렀던 애칭이기도 하다(Dauber 181).

87) 대중들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남성 주인공은 성실하게 노력해 성공을 거두는 적극적이고 자신

감에 넘친 사업가 유형이었다. 대중 소설의 결말은 이상적인 남성 주인공이 가정적 미덕을 갖

춘 여성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Amireh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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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극중인물에게 합당한 결말이 무엇일까 알아

내기도 하고，극의 전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랜 고심 끝에 추출해내

는 것”(109)으로 정의한 바 있다. 커버데일은 이성적 성찰과 정서적인 공

감을 통해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예술가가 되

고자 했던 것이다.88) 그러나 가정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커버데일은 주

변 사람들의 실체를 왜곡하여 홀링스워스를 의심하고, 프리실라를 과도

하게 이상화하며, 제노비아의 자살을 낭만화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블라

이데일 공동체를 떠난 후에도 커버데일은 유토피아적 가정에 대한 집착

을 버리지 못한 채, 대중 소설 작가들처럼 진실을 가리는 낭만적 서사를

완성해 위안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호손은 커버데일이 주변 환경을 통해 사물의 외양과 실체간의

괴리에 대해 자각하고, 자신 또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시하게 만든다. 호손은 선술집에서 무디 노인의

숨겨진 실체를 깨닫게 되는 커버데일을 통해 가짜 유토피아를 예찬하는

전전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호손은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는 익명의 도시 남성들을 통해 전전시대 미국 사회의 어두운 이

면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좌절한 남성들은 비

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해 주는 술에 의존한다.89)

술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잠시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165)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는 듯

이 술잔을 비우고”(167)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술은 어두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 주는 일시적인 유토피아를 제공할 뿐, 인간의 영혼을 고무시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활기차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

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선술집 장면에서 호손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결여된 채, 가짜

88) 애초에 커버데일이 추구했던 진정한 시는 “진실하고 강하고 자연스럽고 달콤한 것으로, 도덕

적인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47)이었다.

89) 호손은 술집 장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하고 서늘한 한기를 잊기 위해 “술병에서 나오는

기쁨의 불을 마시는 미국 북부인들”(167)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술꾼의 술잔을 통해서

보면 이 차갑고 황량한 세상이 좀 더 따듯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일 것”(165)이기에 사람들

은 술을 마셔서 차가운 마음을 따듯하게 데워 줄 영혼의 모닥불을 지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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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의 허상에 홀려 비참한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도피하려는 대중들

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선술집의 취객들처럼 당대 미국인들은 일시적

인 도피와 위안을 제공하는 거짓된 유토피아를 탐닉하고 있었다. 선술집

에는 가짜 유토피아의 이미지가 넘쳐나는 그림들이 여러 점 걸려 있다.

사람들은 취기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환각 효과에 탐닉하는 것처럼, 어

두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가짜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재현한 그림에 이

끌린다.

선술집의 유화들은 감상자의 허기를 완벽하게 해소시키고 식욕을 충족시

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최고의 음식과 식재료들을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워 보이는 쇠고기 스테이크와 최상의 안심

스테이크”, 여흥을 즐기는 플랑드르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풍성한 거품

을 일으키는 자줏빛 버건디”(165-166)에 이르기까지 그림속의 음식들은

실재 존재하는 듯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으면서도, 진짜 식재료에서 발

견되는 지나친 기름기나 부분적인 결함 같은 문제점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술잔치”(166)를 묘사한

그림처럼, 완벽한 즐거움이 무한대로 지속되는 광경을 묘사한 그림들은,

대상에 인위적인 연출을 가하고 포토샵과 같은 사후보정기술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광고의 이미지 사진과 매우 유사하다. 선술집의

그림들은 극도로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호손은 완벽한 이미지의 음식 그림에

대해, 배고픔에 시달린 작가가 허기를 메우려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166)90). 작가가 창조한

이미지는 현실의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이기에, 현실의 모순과 문제점이

사라지고 없는 유토피아적 비전이 된다. 인간은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간절히 욕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손은 가짜 유토피아를 형상화한 예술 작품에 맞서서 선술집의

어두컴컴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작지만 훌륭한 그림의 가치를 높게 평

90) “아마 아주 배고픈 작가가 이런 주제로 정물화를 그렸을 것이고, 식욕에 따라 그의 상상력도

더욱 고취되어갔으리라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그런 그림 속의 요리를 매일 저녁식탁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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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이 그림은 술에 취한 뉴잉글랜드 미국인의 모습을 사실적

으로 재현한 예술작품으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든 술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호손은 “남루하고 뚱뚱한 전형적인 술꾼의 그림”(166)

이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기에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호손은 선술집의 구석에 자리한 작은 분수를 보고 가장 아름답다

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분수는 현실을 미학적으로 반영하는 예술의 세

계를 은유하는 상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호손은 “물고기들이 빛과 어

둠, 물 위의 세계와 물 속의 세계를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이 마치 시인

이 꿈 속에서 환상적인 생각과 노닥거리는 것과 같다”고 묘사한다(168).

물고기가 자유롭게 노니는 분수는 호손이 로맨스를 통해 추구해 왔던 상

상과 현실을 매개하는 중립지대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호손은『블

라이데일 로맨스』에서 중립지대를 형상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당대의 미국인들이 가짜 유토피아를 형상화한 대중 문학 작품을 선호하

며 진지한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들을 외면하려 했기 때문이다.91)

호손과 같은 진지한 예술가가 작가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전전시대에서

호손의 중립지대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호손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예속되지 않은 예술을 지향하며 거짓 유토피아를 재현하는 글쓰기를 거

부하고자 한다. 호손은 분수 속 붕어들이 선술집의 유해한 주변 환경으

로부터 영향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짜 유토피아의 환상에 빠져 있는

“취객들이 분수에 술을 쏟아 버리지 않을까 걱정한다”(168).

이처럼 술꾼의 그림과 분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호손은 일시적인 도

피와 쾌락을 제공해 대중에 영합하려는 작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선술집

의 그림을 감상하던 커버데일은 대중을 기만적 이미지로 현혹시키는 웨

스터벨트와 같은 젊은이를 목격하게 되고, 그를 거울로 삼아 대중적인

소설 양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얻는다. 커버데일은 여러

가지 술을 섞어 칵테일을 만드는 젊은 바텐더의 공연을 눈여겨본다. “눈

91) 토크빌이 이야기 한 것처럼, 미국 문학은 전전시대에 상업화되어 작가는 이질적이고 감정적인

대중들에게 자신의 수입과 명성을 의존해야 했다. 대중들은 문학에서 진리와 예술성을 추구하

기 보다는 재미있고 쉽게 읽히며, 감정을 자극하는 오락성을 추구했다(알렉시스 드 토크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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썹 바로 윗부분이 유달리 돌출된 잘생긴 이마를 지닌 머리 좋은 청년”은

다채로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을 “행성의 궤도처럼 철저하게 계산된 공

연”으로 기획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166-167). 사람의 영혼을 가

지고 놀듯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술을 섞어 그럴듯한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의 모습은 베일 여인 공연을 지휘하는 웨스터벨트의 모습을 떠올

리게 한다. 웨스터벨트가 여러 가지 과학이론과 사회사상을 종합해 환상

적인 연출로 영성을 상품화했듯이, 바텐더는 여러 가지 술을 인위적으로

섞어 만든 스무 가지 이상의 칵테일로 젊은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란한 기술을 과시하며 화려한 칵테일을 만들어 파는 바텐더의 모습은

“수천가지 아이디어를 파는 상인”(알렉시스 드 토크빌, 176)으로 여겨졌

던 전전시대의 인기 작가들을 연상시킨다. 상업화된 전전시대 미국의 문

학적 풍토 속에서 상당수의 작가들은 대중에게 존경받기보다 대중의 관

심과 인기를 얻어 부와 명성을 차지하려 했다. 호손은 문학을 통해 삶의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당대의 지배 이데올

로기에 호소한 가정 소설, 감정 소설 작가들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가정성의 신화와 같은 가짜 유토피아를 통해 손쉬운 위로와 피상

적인 희망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키려 했기 때문이다.92)

커버데일은 선술집의 풍경을 통해 그럴 듯한 외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

는 가짜 유토피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거짓된 환상을 재현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사물의 실체는 외양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은 커버데일은 주변의 사물을 다른 시각에

서 관찰하기 시작한다. 주관적 상상에 의존해 진실을 어렴풋이 추측하는

데 머물렀던 커버데일은 선술집 장면 이후 진실을 대면하려는 모습을 보

여 준다. 그는 은폐되어 있던 어두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무디에게 직

접 질문을 던져 그의 과거사를 추적한다. 또한 이전에는 별다른 생각 없

이 관람했던 베일 여인 공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가면 무도회를 통

92) 호손은 1972년 출판인 제임스 필즈와 티크노에게 당대에 인기를 누렸던 여성 작가들을 비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전전시대 미국의 문학시장을 주도한 일군의 여성작가들은 난해하고 철학

적인 탐색 대신에 개인적이고 가족적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소설을

발표해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손정희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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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블라이데일 공동체의 이면에 억눌려 있었던 어두운 에너지를 확인하

게 된다. 세상을 낭만화해 왔던 커버데일은 목가적 유토피아의 허상에

홀려 자신이 블라이데일 사람들을 왜곡해 왔음을 깨닫게 된다. 사적인

욕망으로 세상을 왜곡해 왔던 커버데일은 웨스터벨트와 다를 바 없는 죄

인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바람직한 예술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

게 된다. 커버데일이 스스로 자조하듯이, 그는 이류 시인으로서 거짓 유

토피아를 형상화하는데 소일해 왔던 것이다.

선술집의 풍경 묘사를 통해 호손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예술가

의 사명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호손은 “삶의 전반적인 기운

이 고무적으로 상승되어야만 술꾼은 환각으로부터 위안을 추구하지 않을

것”(165)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진

정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작가는 거짓된 유토피아를 거부하는 도덕적인 사명을 추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호손은『블라이데일

로맨스』의 결말을 양가적이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려 했다. 호

손은 홀링스워스 부부의 결혼 생활 묘사와 마지막장의 고백 부분을 통해

서, 그럴 듯한 외양으로 가짜 유토피아를 무분별하게 예찬해 온 대중 소

설 양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대중 소설의 관습적 결말에 저항하고자 했던 호손은 전전시대의 이상

적 인간상이었던 홀링스워스와 프리실라의 결혼 생활을 결코 이상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블라이데일 로맨스』의 결말에서 묘사된 목가적인 가

정의 이미지는 기만적인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제노비아가 죽은 지 수년 후에 블라이데일 공동체를 다시 방문한다. 다

시 만난 홀링스워스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커버데

일을 놀라게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사심 없는 사랑을 주장했던 적극적

이고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프리실라의 가냘픈 몸에 가까이 붙어 있

으려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214). 이러한 홀링스

워스의 모습은 “여성은 남성의 곁에서 남성에게 전적으로 공감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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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건 없이 남성을 믿고 신뢰하며”(127)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한 홀링스워스 본인의 여성관을 전복시키는 반어적인 결말이라

고 볼 수 있다. 타락한 범죄자를 개혁해 도덕적인 천년왕국을 설립하려

했던 홀링스워스는 블라이데일에서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려 했던 커버

데일을 비판하며, 자신의 공적 프로젝트에 커버데일을 강제로 합류시키

려 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되어 버렸음을 인식한 홀

링스워스는 공적 영역에서 추구할 이상적인 목표를 상실한 채 사적 영역

으로 몸을 숨긴다. 홀링스워스는 자신이 부정하려 했던 사적인 애정에

기대어 연명하려는 남성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자신 없는 무기력한 태도

와 습관처럼 보이는 절망과 우울한 표정”을 지닌 홀링스워스의 모습은

타락하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려 했던 무디 노인을 연상시키며,

또한 아무런 의욕없이 일상을 영위하는 노년의 커버데일과도 닮아 있다.

결국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도덕적 사명을 실천하려 했던 미국의

아담들은 유토피아 건설에 실패한 채 무디와 같은 패배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범죄자를 교화하려 했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대신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는 홀링스워스의 역설은 청교주의적 이상의 실패를 의미하는

동시에,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가정성의 신화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전시대 가정 이데올로기는 가정을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

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설 수 있는 이타적인 유토피아로 미화했으며, 가

정적 여성이 이기적 경쟁으로 인해 부패한 남성을 도덕적으로 구원해,

미국이 천년왕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겼다. 호손은 가정

소설의 전형적 결말 양식93)을 패러디해, 홀링스워스에게 어머니처럼 보

호 본능을 베푸는 프리실라의 모습을 양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커버데

일은 프리실라의 희고 고요한 얼굴에서 “심오하고 순종적이며 의심이라

고는 모르는 존경심과 베일을 쓴 행복감”(214)을 발견한다. 호손은 프리

93) 전전시대의 가정 소설들은 자연스럽고 고귀한 천성을 지난 여주인공이 등장해. 부패한 사회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렸다. 여주인공은 행복한 가정적 결말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같은 설정을 통해 가정 소설은 당대의

중산층에게 도덕적인 인과응보의 교훈을 제공했다(Fisher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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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에게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모성적인 미덕을 발견하지만,

그녀의 행복을 베일을 쓴 기만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프리실라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고 도덕적 결점이 없는 남성을 배우

자로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에게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남

성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또한 호손은 프리실라

에게 여전히 낭만적 판타지를 간직하고 있는 커버데일을 묘사함으로써,

배우자의 순결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상적 가정의 이미지에 균열을 일

으키고 있다.

전작『일곱 박공의 집』이 결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는

결말에 도달하는 것과 달리, 『블라이데일 로맨스』의 결혼은 계급과 젠

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블라이데일 로맨

스』에서 호손은 노동 계급의 세계관과 유산 계급의 세계관이 대등한 관

계 속에서 공존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계급의 가치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홀링스워스와 프리실

라는 모두 가난한 노동 계급 출신으로서 무디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

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94) 홀링스워스는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했던 인물이 아니

다. 그의 운명은 기계장치의 신(Deus ex Machina)처럼 재산 상속의 권

력을 지닌 무디의 개입95)으로 인해 좌우된 것으로, 자본의 위력 앞에서

94) 제노비아가 페미니즘 사상을 통해 부권에 도전하기까지 하자 가부장 무디는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결심한다. 반면 순결해 보이는 프리실라는 무디와 홀링스워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당대의 중산층 미국인들이 이상화했던 가정적인 여성이 되는 데 성공한다. 프리실라가 가부장

제가 부과한 희생과 인내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홀링스워스를 얻고 승리

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홀링스워스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공감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남성

의 명령에 복종하며 헌신적으로 인내하는 여성적 미덕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프리실라의 캐릭터는 남성 정체성을 우월하고 강력한 것으로 부각시켜 남성의 자아를 보호해

주며, 결국 가부장적 질서가 지속적으로 영속되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95) 『블라이데일 로맨스』의 배경으로 설정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가족과 가문을 통해 발현

되는 계급의식이 자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Pennell 65). 호손은

무디가 경제적인 몰락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채,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디는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고 있었던 동생이 유언없이 사망함으로써 유산 상

속에 개입할 권리를 갖게 되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다. 비록 무디 자신이 직접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딸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사실은 그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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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링스워스는 자신의 양심을 손쉽게 기만하게 된다. 또한 홀링스워스와

프리실라의 결혼생활은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과도한 애착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헌신을 강요하

는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주홍색 문자』의 헤스터(Hester Prynne)가

이상화했던 “남녀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

는 결국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호손이 묘사한 프리실라의 결혼생활은 결국 가정을 도덕적인 유토피아

로서 이상화하려 했던 대중적인 판타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호손은 대중들이 추구했던 가정의 판타지를 부정함으로써, 전전시대

미국인들이 추구한 미국적 이상주의의 좌절을 묘사한다. 호손은 작품 속

에서 프리실라를 도덕적 시금석 역할을 수행하는 캐릭터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96) 프리실라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는지의 여부는 미국적 유토

피아 사상의 실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말 부

분에서 프리실라의 행복은 베일로 위장된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호손은 이를 통해 번영의 이미지로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는 전전시대 미

국의 양가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베일을 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프리실라의 모습은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고, 사

적 영역에 여성을 예속시킨 전전시대의 기만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결국 『블라이데일 로맨스』는 전전시대의 미국적 남성 신화와 가정성

의 판타지를 해체하는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래 커버데일이 블

라이데일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목가적 낙원에서 동료들과 가족

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도덕적 이상을 실천할 진정

한 영웅은 존재하지 않기에,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인간을 예찬하고자

했던 시인 지망생 커버데일의 꿈은 결국 좌절되고 만다. 낭만화할 가치

가 있는 대상이 부재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결국 시쓰기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커버데일은 아직도 세상에 낭만화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96) 블라이데일 사람들은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한 판타지를 프리실라에게 투영하면서, 대안적 공

동체 속에서 프리실라가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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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자신이 낭만화한 환상의 여인 프리실라를 마

지막에 소환한다. 그러나 호손은 커버데일이 생각하는 프리실라의 모습

이 허상임을 작품 속에서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에게 낭만적 전원주의와 가정성의 신

화가 결합된 낙원의 이브 이미지를 투사하고, 유토피아적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삼고자 했다. 커버데일은 프리실라를 “뉴잉글랜드의 봄”에 비

유하며 목가적 자연과 같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으로 미화한

다.97) 백합을 상징하는 프리실라의 이름은 또한 성모 마리아의 순결과

결백, 희생을 연상시키며, 커버데일이 그녀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아네모네는 삼위일체와 슬픔, 죽음. 순교자와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희생

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랑의 괴로움과 허무함, 단념을 의미한다.

호손은 제노비아를 통해서 프리실라를 지나치게 낭만화하는 커버데일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커버데일이 지닌 여성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

다.98) 커버데일은 실제의 프리실라를 사랑한다기보다, 프리실라에게 구

원의 여성성이라는 신화적 판타지를 투사하여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99) 커버데일은 어머니 대

자연처럼 부드럽고 포용적이면서도, 성모 마리아처럼 순결한 처녀 이미

지의 프리실라와 같은 여성을 얻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식처가 되어

줄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려 했다. 결국 커버데일에게 프리

실라는 목가적 낙원을 배경으로 한 가정성의 신화를 연상시키는 존재였

던 것이다.

97) 프리실라의 이름에서 scilla는 백합을 의미하며, 그녀는 작품 속에서 커버데일에 의해 나비와

새, 비둘기. 장미꽃. 포도덩굴과 같은 자연물과 지속적으로 비유되고 있다(박양근 「호손의 생

태학적 사유와 『브라이드데일 로맨스』 쓰기」 31).

98) 커버데일이 헌신적인 애정을 지닌 프리실라의 여성적 미덕을 높이 평가하자, 제노비아는 프리

실라가 도시에서 온 재봉사라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그녀가 노동 착취와 영양 실조로 인해 영

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소해지게 된 것임을 일깨워 준다(61).

99) 커버데일이 프리실라를 좋아하는 감정 자체는 거짓이 아니지만, 커버데일이 사랑하는 프리실

라는 실제의 프리실라와 다른 낭만적인 허상일 뿐이다. 작품 속에서 커버데일은 진정 프리실라

를 사랑하는 사람은 홀링스워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커버데일은

자신이 왜곡된 허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한계를 다음의 문장에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제노

비아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나는 불쌍한 어린 재봉사에 불과한 그녀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공

상만으로 꾸며낸 그녀의 환상적인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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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프리실라는 화자 커버데일이『블라이데일 로맨스』라는 서사를 쓰

도록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커버데일은 자신이 프리실라를 사

랑했다는 사실을 마치 대단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공개하

고 있지만 사실 프리실라를 향한 커버데일의 애정은 소설의 여러 부분에

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100) 커버데일이 어두운 진실을 이면에 감춘

베일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프리실라에게 끝까지 집착하는 것은 역설

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커버데일은 사회 개혁 운동을 통해 유토

피아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동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보내는 캐릭터였지만, 프리실라에 대한 환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블라이데일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본

프리실라의 고요한 얼굴 표정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발견한다(299). 프리실라는 헌신적인 모성애를

발휘해 나약해진 홀링스워스를 돌보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

황 속에서도 행복해 보였다.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의 얼굴 표정에 드러난

조용한 평화를 갈구하면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근대 세계에서 상처입

은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유토피아로 가정이라는 모성적 세

계를 이상화하고 있다. 커버데일은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프리실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렸지만, 프리실라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환

상에 사로잡힌 커버데일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리실라는 커버데일에게 영원히 잃어버린 유토피아적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커버데일은 마치 향수병에 걸린 듯

이 근대화된 세계에서 물러나, 잃어버린 목가적 낙원과 같은 여성성의

세계를 그리워한다. 이처럼 여성성에 전근대적 유토피아를 투사하려는

100) 「Blithedale Romance」는 베일 여인으로 시작해 프리실라로 끝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의 뛰노는 모습과 눈빛을 영원한 추억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려 한다

(90-91). 또한 커버데일은 홀링스워스가 프리실라가 흠모하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를 견제하

고, 두 남녀의 사이를 방해하려고 애를 쓴다(90). 결정적으로 커버데일은 은신처에 숨어서 프리

실라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날아가는 새에게 그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

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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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데일의 심리에는 근대화가 초래한 시대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근대적

남성 주체의 불안과 동요가 반영되어 있다. 전전시대 미국인들은 가정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결과, 산업화로 인해 상실하게 되었던 유기적인

삶의 방식과 여성의 모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을 풍부한 감정과 도덕성을

소유한 존재로 규정하려 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도덕적으로

순수한 여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미국의 유토피

아적 이상을 현실로 구현한 것이라고 여겼다.

커버데일이 시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목가적인 전원주의는 19세기에 유

행했던 감상적인 문학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테마였다. 실제로

19세기의 가정 소설은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자급자족적인 전원생활의

기반 위에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101) 또한 호손의 시대에 인기를 누

렸던 감정 소설 역시 여성과 어린 아이의 감수성과 영성. 자연의 치유

능력, 예술의 도덕적 감화 기능과 같은 소재를 즐겨 다루면서 전원을 배

경으로 가정성의 미덕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Mueller 123).

이처럼 전전시대의 대중 소설들은 산업화와 자본화에 의해 황폐해진 도

시 환경과,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도덕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된

근대 미국인들에 대한 대응으로써 목가적 전원주의를 추구하려 했던 것

이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감상적인 소설들은 현실의 문제

를 직시하는 것을 외면하며, 객관적인 모순을 가상의 해결책으로 해결하

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전전시대에 인기를 누리던 소설가들은 “상

징적인 결혼이나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으로 갈등이 해결된다는 마법적

내러티브를 활용해 독자의 감수성에 호소”하려고 했다(손정희 78). 하지

만 이처럼 타협적이고 소원충족적인 대중 소설의 형식은 현실에서는 이

루어 질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근대적 과거에 대

한 향수를 자극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호손은 가정적 여성상과

목가적 자연에 대한 낭만적인 판타지를 지닌 커버데일이 프리실라를 낭

만화하는 모습을 회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전시대의 감상적인 대중

소설을 비판하고 있다.

101) 가정소설 장르는 “도회지에 대한 혐오와 자연에 대한 찬미를 연관시켜, 근대화로 인한 불안

과 소외감에 시달리던 대중들을 위로”하려 했다(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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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마지막 챕터에 등장하는 커버데일의 사랑 고백은 가정성을 예

찬하는 관습적인 서사를 전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

히 마지막 대목에서 호손은 커버데일이 자조적인 태도로 자신이 추구하

는 전원적 여성상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어, 소원충족적인 서사로 거짓

유토피아를 예찬해 왔던 전전시대 대중문화의 감상주의를 비판하려 한

다. 호손은 커버데일이 고백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

게 함으로써, 별다른 의심 없이 커버데일의 서사를 수용해 왔던 독자가

각성 효과를 느끼도록 의도하고 있다. 사실 커버데일은 이미 작품 속에

서 여러 차례 자신의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있음을 암시해 왔었다.102) 특히 소설의 종결 부분에서 커버데

일은 독자의 반응을 의식하는 듯한 자신없는 태도로 머뭇거리며, 자신이

프리실라를 사랑해 왔다는 비밀을 고백하고 있다.103) 커버데일은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이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커버데일은 “자신이 스스로의 결점을 과

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노년이 된 자신의 모습이 치기어린 젊은 시절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

고 믿어서도 안 된다”(217)는 이야기를 본격적인 고백 전에 강조함으로

써, 자신의 고백이 일종의 소외효과를 창출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또한

커버데일은 자신이 고백하려는 이야기가 “비록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비

102) 커버데일은 동료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관측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면밀히 관찰하려는 자신

의 모습”에 대해 우려하며, 이러한 태도가 “진실한 인간 관계로부터 관찰대상을 격리시키고, 일

부의 특성을 확대해서 관찰대상을 파괴한 다음, 마치 서툰 솜씨로 다시 재조립해 기형적인 괴

물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88). 커버데일은 자신이 홀링스워스의 성격을 샅샅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 확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죄를 짓는 것이며

(89), 홀링스워스에 대한 자신의 단언적 진술은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

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92).

또한 나무 위에서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을 훔쳐보던 커버데일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자신의 생각이 주관적인 공상과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152). 펀틀로이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커버데일은 작가적 재량을 발휘해, 부

족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려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179).

103) 커버데일은 자신의 비밀을 독자들에게 고백하면, “너그럽게도 독자들은 자신이 부끄러움에

못이겨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306) 이야기한다. 커버데일 스스로도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은 당당하게 드러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에서 커버데일은 프리실라에 대한 사랑을 더듬거리며 주저하듯이 전달하고 있다. "I --I

myself -- was in love -- with -- Priscilla.!“(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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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지만, 자신의 고백이 “이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관련해서 자신

이 저지른 행동을 조명해주고,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도 절대적으

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을 들어달라고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

다. 호손은 이와 같은 화자의 양가적인 태도를 통해 독자가 커버데일에

게 손쉽게 감정 이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려 한다. 또한 독자가

커버데일의 고백을 단순한 기만으로 넘기지 않고, 독자가 소설 속에 반

영된 세계를 냉철하게 인식해, 그 속에서 씁쓸하지만 의미있는 교훈

(Bitter honey)를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커버데일은 인생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

아왔음을 고백하며, 삶의 원동력이었던 프리실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

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커버데

일이 숨겨온 진짜 비밀은 그가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그

가 과대망상에 빠진 관음증 환자라는 사실이다(Hunter 65). 커버데일은

오랜 세월 동안 신비스러운 여인 프리실라를 묘사하는데 집착해 온 것으

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타지에 몰두해 온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커버데일의 서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상적 여성상에 관

한 남성의 판타지일 뿐, 독자는 그가 집착했던 여인 프리실라의 실체를

결코 알 수 없다. 결국 그는 실제의 프리실라가 아닌 허상에 사로잡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낭비해 온 것이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베일의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독자의 싸늘한 반응을 미리 예측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커버데일은 자신이 모든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났지

만, 목가적 가정성에 대한 판타지만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커버데일이 이처럼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노비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커

버데일 또한 자신의 실패한 삶과 사랑에 대한 비극적 로맨스를 통해 독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커버데일은 이성적인 성찰과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예술가를 되고자 했다. 그러나 가정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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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내면화한 커버데일은 주변 상황에 대한 이성적 성찰과 동료들과의

정서적 교감에 실패하여 작가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 이상을 잃고 좌절

한 독신자로 남은 커버데일의 모습은 가정성의 미덕을 강조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대중 소설의 주인공들을 거꾸로 비추는 거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커버데일이 독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도덕

적이고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믿을 수 없고 나약한 화자가 독자의

낭만적인 기대를 파괴하는 안티 로맨스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호손은 마지막 고백 장면을 예술가적 고해성사처럼 연출하여, 커버데일

이 이류 작가로서 거짓 유토피아를 형상화하려 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

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전시대 미국의 사회개혁운동과 대중문화

에서 추구한 유토피아적 열망에 기만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었듯이, 도

덕적 신세계에서 펼쳐지는 영웅적 로맨스를 표방했던 커버데일의 서사

역시 당대의 어두운 진실을 은폐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미화하는데 기

여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처럼(Miles Coverdale) 진실을 은폐하면서

암시하는 커버데일의 서술 방식은, “작품 전반에서 연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다양한 베일 이미지104)와 함께, 전전시대의 모순적인 현실을 가려

주는 기만적인 위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한혜경 호손의 감추

기 미학 138). 그러나 마지막 고백 장면에서 호손은 커버데일이 모호하

고 양가적인 서술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왜곡해 왔다는 사실을 독자들에

게 강조하고 있다. 고백을 통해 커버데일은 자신이 관음증적 망상을 끝

내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독자가 각성효과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서술 장치를 통해 호손은 세속적 유토피아 담론과 전근대적 여

성성에 대한 판타지에 현혹되어, 자기 기만적인 망상에 빠져 있었던 전

전시대 미국인들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남북 전쟁 이전 미국 사회가

104) 한혜경은 베일 이미지가 기만의 은유로써 작품 전반에서 연속적으로 출몰하고 있음에 주목

한다. 제노비아의 가명과 무디의 안대, 커버데일의 은신처, 가장 무도회의 가면과 호텔방의 커

튼, 그리고 마지막 고백도 일종의 위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한혜경 호손의 감추기

미학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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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었던 도덕적인 문제들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적

유토피아의 이상이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미국

적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천착해 왔던 작가로서,『블라이데일 로맨

스』을 통해 호손은 작가의 도덕적인 사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

고 있다. 호손은 재현의 한계에 봉착해 좌절하게 되는 커버데일의 모습

에 작가적 위기에 처한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진보

에 대한 전전시대의 맹목적인 환상에 대해 우려해 왔던 호손은 남북 전

쟁이 발발하자 미국적 사명과 자신의 예술가적 역할에 깊은 회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105) 다음 작품인『대리석 목양신』에서 호손은 작가적 주

제이자 작품의 주된 배경이었던 미국을 떠나 유럽의 세계를 탐구하며,

미국 밖에서 예술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호손의『블라이데일 로맨스』는 베일 여인

의 테마를 통해 전전시대의 대중문화 속에 반영되어 있었던 여성적인 유

토피아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전시대의 남성들은 근

대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물질적인 번영과 기술적인

진보를 추구함으로써 세속적인 유토피아를 실현시켜야 하는 존재로 정의

되었다. 반면 전전시대의 여성들은 근대적 남성과 대조를 이루며, 전근대

적인 미덕을 상징하는 대타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호손은 전전시대의

대중들이 열광했던 최면술 공연과 연극, 감상적인 소설과 같은 대중문화

상품을 소재로 하여, 당대의 여성들이 가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목가적

가정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대상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커버데일은 전전시대 사회의 대표적인 여성상이었던 제노

비아와 프리실라의 대조적인 모습에 주목하며, 가정 이데올로기에 부합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프리실라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호손은 베일 여인이라는 모호하고 양가적인 상징을 통해, 근대 여

성들이 근대화의 격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도식적인 여성관을

초월하는 가변적인 젠더 정체성을 구축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여성을 타자화하고 상품화해온

105) 호손은 1852년 『블라이데일 로맨스』를 완성한 후, 1860년 『대리석 목양신』을 완성할 때

까지 작가로서 오랜 공백기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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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시대 대중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감상적인 대중 소설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서사를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소설의 결말 부분은

세속적 유토피아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부추겼던 전전시대의 대중 문

학에 대한 전복적 대응으로, 독자가 관습적인 소설 양식에 대해 비판적

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결국 커버데일은 자신이 희

망했던 낭만적인 유토피아 서사를 완성하는 대신, 인식의 한계로 인해

저지른 잘못을 독자에게 고백하는 안티 로맨스를 완성한다. 이처럼 도덕

적 결함을 지닌 화자 커버데일을 통해서 호손은 유토피아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을 타자화했던 근대 남성 주체의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하

고 있다. 근대화에 양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화자 커버데일은 근대

화의 주역을 담당하고자 했던 홀링스워스와 웨스터벨트의 기만적인 모습

을 폭로하는 동시에, 가정성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대상화한 자신의 모순

을 직시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블라이데일 로맨스』는 역사적인 과오와

사회적인 모순을 숨긴 채 기만적인 유토피아의 판타지에 도취되어 있었

던 미국적 아담이 망상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이같은 설정을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인간의 도덕적 결함과 인식의 한계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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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파라다이스』에 나타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

1. 검은 눈물과 순수한 피의 낙원 루비

모리슨의 『파라다이스』는 흑인만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했던 역

사적인 노력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모리슨은 미국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친 흑인의 역사가 주류 역사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건국 이념에 내재된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을 흑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파라다이스』에서 모리슨은 백인의 인종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발생한 흑인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다. 모리슨은 실제 흑

인들이 서부로 집단 이주해 갔던 현상을 소재로 선택하여, 여러 등장인

물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통해 잃어버린 흑인의 역사를 생생하게 복원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서부로의 이주 운동

같은 흑인 분리주의 운동이 출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보

고, 흑인 분리주의 공동체가 봉착했던 문제점을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과

연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의 예외주의 신화는 미국적 정체성과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파라다이스』

에서 미국의 축소판으로 묘사되고 있는 루비(Ruby) 공동체 또한 예외주

의 담론과 근대 민족주의 사상이 결합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흑인 분

리주의 집단인 루비의 예외주의는 청교도 건국조상의 미국적 유토피아

사상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인종과 계급, 젠더 문제가 중층적으로 반영

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모리슨은 루비가 미

국의 배타적 인종주의를 전도시킨 순혈주의에 집착했고, 그 과정에서 여

성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인종

주의와 성차별주의가 결합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들을 보호한다

는 명목 하에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백인들이 피부색으로 여성들을 이

원화하고 흑인 여성을 타자화하여 성과 노동을 착취했던 방식을 전도한

것이다. 모리슨은 청교주의와 인종주의, 가부장제가 중층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루비의 지배서사를 해체하기 위해 루비의 여성들과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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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들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대항서사를 구축하려 한다. 이같은 노력

을 통해 루비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낙원관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혼종적인 낙원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구현된다.

모리슨은 지상에 흑인들의 낙원을 건설하고자 했던 흑인들의 역사를 통

해 파편화된 흑인사를 복원해 나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흑인을 타자

화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했던 서구 기독교와 제국주의를 비판하려

한다. 결말에서 작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낙원은 국가와 인종, 종

교와 젠더의 경계를 초월한 곳으로, 고대의 여신종교 전통에서 추구했던

여성적 낙원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흑인 분리주의의 모순과 미국적 예외주의의 한계에 대응하고,

유색인과 여성, 자연을 억압해온 서구 문명에 대해 반성적인 성찰을 이

끌어 낸다. 모리슨은『파라다이스』를 통해, 서구의 근대적인 유토피아를

지양한 타자의 낙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백인의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이상향으로

여기고, 흑인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중심 소재인 흑인 분리주의 공동체의

역사적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흑인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폭

넓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파라다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들이 연대기적 순서에 상관없이 등장인물들의 자유로운 회상에 의해 뒤

섞인 채로 등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다소 힘든 편이다. 하지만 수많은 등장 인물들의 삶을 관통

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흑인들과 여성들이 미국 역사에서 수없이 겪어 왔

던 거부이다. 작가 모리슨처럼 흑인 지식인 여성의 관점에서 공식적인

역사의 지배적 언술을 비판해 온 팻(Pat Best)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해답은 “한 번의 거부와 그로부터 파생된 숱한 결과들

속에 숨어 있는”(189) 것이다.

흑인의 역사가 배타적 인종주의에 의한 배척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강조

하기 위해서, 모리슨은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100년 이상 루이지애나

(Louisiana) 주에서 살아 왔던 자유 흑인들의 역사를 발굴한다. 헤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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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을 건설한 제커라이어 모건(Zechariah Morgan)은 노동과 성을

착취당하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지키며 자립해 왔다는 자부심을 지닌

자유 흑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위엄 있고 심사숙고 하는 성격으로, 타

인의 존경을 받고자 노력했던 커피 르모인(Coffee LeMoyne)106)은 주 의

회에 진출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이후로도 커피의 삶 속에서 거부의 테마는 여러

차례 반복된다.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밝은 피부의 흑인들과 달리,

뚜렷하게 구별되는 제8암층의 검푸른 피부색 때문에 그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며,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결혼과 취업을 거부당하게 된다. 커피는

백인 청년에게 받은 모욕을 계기로 흑인을 거부하는 사회를 떠나 서부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107). 그러나 혼혈흑인 마을인 페어리(Fairly) 사람들

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제커라이어는 더 이상 거부를 체험하

지 않기 위해 외부 세계로부터 극단적인 고립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당

연하다고만 생각했던 인종적 순수의 증표가 외부 세계에서 오점으로 전

락하게 되기 마련”(194)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커라이어는 백인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자립이 가능한 폐쇄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다.

그는 순혈 흑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혈통의 순수를 잃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순혈주의를 지배 이념으로 채택하게 된다. 제커라이

어의 후손들은 첨단 문물을 배우거나 공식적인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대하는 등 바깥 세상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지만, 외부 세계

에서 지속적인 인종 차별을 경험해 왔다. 2차 대전에서 귀환한 모건 형

106)  제커라이어 모건의 원래 이름은 프랑스령이었던 루이지애나 주의 기원을 연상시키는 듯한

커피 르모인이었다. 캐나다에 정착한 최초의 프랑스 이주민이었던 샤를르 르 모인(Charles Le

Moyne)의 아들 피에르 르 모인(Pierre Le Moyne)이 루이지애나에 프랑스 식민지를 건설한 사

건은 루이지애나 주의 역사적 기원을 이룬다. 피에르 르 모인은 커피 르모인처럼 새로운 영토

를 얻기 위해 탐사작업을 주도한 탐험가이자 개척자였다. 르 모인 사람들은 미국 건국보다 더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흑인들의 후손으로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던 유서 깊은 가문 출

신이라는 사실이 성을 통해 암시된다(wikipedia).

107) 짐 크로우(Jim Crow) 시기에 남부에서는 흑인투표권이 제한되고 흑인의 공공시설 이용이

거부되었으며, 흑인에게 공직자와 배심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봉쇄되었다. 노예적 노동계약

이 횡행한 결과 흑인들은 남부를 등지고 북부나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890년대에 남부에

서 흑인에 대한 린치가 증가되자 흑백분리는 계몽적 공공정책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흑인

뿐 아니라 백인들도 증가하는 인종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흑백분리정책을 지지했으며, 흑백분

리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도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정상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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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고향 헤이븐의 몰락한 모습과 흑인 군인들에게 가해지는 린치에 대

한 소문을 통해 바깥 세상에서 여전히 인종적 거부가 진행 중이라는 사

실을 깨닫게 된다. 오클라호마(Oklahoma)에 건설된 여러 철도 노선들로

인해 백인들이 흑인마을에 틈입해 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모건 형제는

순수한 공동체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이주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주 도중에 모건 형제의 누이 루비(Ruby Morgan)가 병원에서 치

료를 거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루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루비

공동체는 더욱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어 외부인들의 개입을

불허하는 곳이 되어 버렸음이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다.

루비의 주민들은 10세대에 이르는 세월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한때 여기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던 주인 없는 공간이 지금은 사람의 눈길이 닿

지 않은 채 들끓고 있을 뿐이다. 루비 밖의 세계는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인 악행이 발발

하는 황량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우뚝 서 있는 나무 뒤에서든, 허름한 집과 호사스러운

집을 막론하고 어느 집 대문 뒤에서든, 악이 불현듯이 출몰하는 세상이 바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서는 자식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부인들이 사냥감처럼 쫓겨 다

니며, 자신의 목숨 역시 사라질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바깥 세상에 모여 있는 백인들은

무장 민병대나 마찬가지였으며, 홀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Ten generations had known what lay Out There: space, once beckoning and free,

became unmonitored and seething; became a void where random and organized evil

erupted when and where it chose-behind any standing tree, behind the door of any

house, humble or grand. Out There where your children were sport, your women

quarry, and where your very person could be annulled; where congregations carried

arms to church and ropes coiled in every saddle. Out There where every cluster of

white men looked like a posse, being alone was being dead(16).

작품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루비의 현재 시점은 1970년대 중반이며, 당

시의 루비 주민들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루비 밖의 세계가 결코 안

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흑인 납치와 구타 사건들

이 도시와 시골, 황무지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108), 루

비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폭력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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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립 노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돌발적인 백인의 폭

력에 시달릴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루비 사람들은

백인과 백인성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들을 악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그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들은 여행자를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으며,

루비 공동체 사람이 바깥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

하고, 폐쇄적 근친혼 관계를 벗어나 외부인과 결혼함으로서 외부인의 혈

통이 루비에 유입되는 것을 불허한다. 하지만 루비는 외부 세계와 극단

적인 단절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타자를 억압하는 디스토피아가 되어

버린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루비 사람들의 모습은 피 한 방울의 법칙

과 같은 혈통 규칙을 만들어 흑인과 혼혈 인종을 차별하고, 인디언과 흑

인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 강제로 말살시키려 했던 백인들의 과

오를 연상시킨다.

루비 공동체는 외부의 불허에 대한 트라우마를 순수한 혈통에 대한 자

부심으로 승화하기 위해 공동체의 기원과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고자 한다. 건국 조상들의 지도자였던 제커라이어와 그의 직계 후손들은

청교도의 예형론적 역사관을 전유하여 루비의 역사를 신화화하고, 루비

주민들이 위대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고결한 혈통을 이어 간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신과 성스러운 계약을 통해 민

족국가를 건설했듯이, 루비의 기원과 발전사에는 신의 의지가 개입되었

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지배계층이 플리머스(Plymouth)에 상륙한 청

교도로부터 미국의 역사적 기원을 설정하여 미국적 신조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듯이,109) 루비의 건국조상들은 구약의 출애굽

108) 소앤이 아들을 베트남 전쟁에 자원 입대하도록 권유한 이유는 미국보다 전쟁터인 베트남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앤이 베트남과 비교하며 열거한 도시들은 1950, 60년

대에 흑인이 납치되거나 린치, 살해되었던 곳이다. 1955년의 미시시피 머니(Mississippi Money)

는 15세 흑인소년 에멧(Emmett Till)이 납치 살해된 곳이며, 1963년 미시시피 잭슨(Mississippi

Jackson)은 메드가 에버스(Medgar Evers)가 살해된 곳이다. 버밍엄(Birmingham), 몽고메리

(Montfomery), 셀마(Selma), 뉴왁(Newark), 디트로이트(Detroit), 워싱턴(Washington D. C.)같

은 도시들은 흑인인구가 많은 곳으로 민권운동의 중심지였다(Jenkins 281).

109)  미국의 기원을 인디언이나 버지니아(Virginia)의 제임스타운(Jamestown)에 정착한 영국인

들, 또는 영국인보다 먼저 온 유럽의 다른 민족에서 찾지 않았던 것은 역사 편찬자의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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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전유하여 민족 신화로서의 역사를 만들고, 계약 수사로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 왔다.

루비의 역사 편찬자인 제커라이어는 기념비적인 건국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흑인의 종교적인 전통을 활용한다. 미국의 흑인들은 언젠가 메시

아가 도래해서 흑인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천년왕국의 신화를 믿어

왔다. 그들은 노예제도 속에서 겪은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겪은 수난과 동일시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려는 지도자와 예언

자, 메시아가 성경 속에서 면면히 출현해 왔듯이 흑인들을 이끌어 줄 영

웅적인 인물을 고대해 왔다110). 제커라이어는 흑인 민중의 오랜 희망이

반영된 건국 서사를 통해 신에게 선택받은 지도자로 자신을 영웅시하는

신화를 창조한다. 그는 다리를 절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지녔으며, 신에게 밤새 기도를 드릴 만큼 신앙심이 깊었기에, 신은 제커

라이어와 그의 아들 렉터(Rector Morgan)에게만 보이는 메신저를 보내

헤이븐을 건설할 터로 인도한다(97). 또한 페어리로 인해 짓밟힌 순혈

흑인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커라이어는 오븐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가 헤이븐에서 가장 먼저 만든 오븐은 백인의 성폭력으로

인해 오염된 적이 없는 순혈 공동체를 상징111)하는 것이다. 페어리의 거

부 사건을 상기시키는 오븐은 헤이븐 사람들의 순혈 혈통에 절대적인 의

미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상징이 된다. 헤이븐 사람들은 단순히 서부로의

이주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거부 사건이 있은 뒤로 “단지 일행을 넘

선택이다. 동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영국인들은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이 아니라 버지니아의 제임

스타운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과 실업자들이었

다. 플리머스 상륙 집단들의 경우에도 청교도는 삼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경제적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다(이현송 19).

110)  부커 티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듀보이스(W. E. B. Du Bois),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 말콤 엑스(Malcome X)와 같은 사람들은 구세주적 인물로서 흑인

메시아 신화의 맥을 잇고 있는 지도자들이다(이주황 33)

111) 제커라이어가 만든 오븐은 공공취사용 화덕으로서 들판노동에 종사했던 흑인들의 공동체

생활을 상징한다. 흑인 노예 중 일부는 들판노동이 아니라 백인의 가사를 돌보는 가내 노동에

종사했는데, 가내 노동을 담당했던 흑인 여성의 상당수는 백인 주인의 성폭력으로 인해 혼혈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헤이븐 선조들은 자신의 가문에 백인의 부엌에서 일한 여성이 전무하

기에 자신들의 혈통에는 백인의 흔적이 전무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들판노동에 종사했던 흑인

여성들이 백인의 성폭력에서 안전했던 것은 아니다(Jenkin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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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이상의 존재, 엄청난 일을 함께 겪음으로써 빈틈없는 결속을 이룬

동지”(189)가 된 것을 오븐을 통해 기념하려 했다.

페어리와 루비의 흑인들은 거부의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순혈집단이라는

민족적인 동질감을 갖게 된다. 르낭(Ernest Renan)은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공통된 의지로 인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

하며, “정신적 원리로서 기억이라는 유산을 공동 소유”한 사람들이 “합

당한 조상 숭배로 과거에서 공동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통해 국민으로

만들어진다고 정의한다(호미 바바 39-40). 이처럼 공통된 역사적 기억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르낭은 국가의 역사를 구성하

는데 관여하는 기억들 중에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기억들보다 고통과 희

생, 슬픔의 기억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즐거움보다 더 화합을 이루게 한다고 강조한 르낭의

견해처럼, 거부의 기억은 루비의 조상들이 단결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순

혈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루비의 후손들 또한 혼혈

흑인들을 능가하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된다. 루비 사람들은 거부의 충격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구약의

건국 서사와 신약의 예수 탄생 서사를 혼성적으로 전유하여 만든 신화적

인 건국 서사로 기념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헤브루(Hebrew) 민족과 미국의 청교도 조상, 헤이븐을 설립한 제8암층

흑인들은 모두 유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들만의 국가를 설립하겠다

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 청교도 선조와 제8암층 선조들이 구약의 세계관

에 입각해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하려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경

을 극복하게 된 과정에 절실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청교도와 제8암층

선조들은 신이 자신들의 민족에 부여한 역사적 사명이 존재한다고 믿음

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인 박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했다. 헤브루

민족 특유의 선민적인 역사관은 청교도 선조와 제8암층의 선조들에게 예

형론적 역사관으로 전유된다. 이들 모두는 신이 약속해 준 축복의 땅을

찾고, 신성한 낙원을 설립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의 낙원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헤브루 인들은 민족의 수호신이었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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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를 전능한 존재로 부각시켜 민족적 자부심을 복원하려는 과정에서, 이

민족의 다신종교 전통, 특히 여신 숭배 전통을 절멸시키려 했다112). 미국

의 청교도 선조 역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흑인과 인디언,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인 권리를 배제했다. 제8암층 역시 순혈 이데올로

기를 고집함으로서 지배 이념에 맞지 않는 타자를 배척해 왔다.

집단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의 혼혈로 인

해 공동체 내부의 동질성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헤브루와 앵글로 색슨계 청교도 선조, 제8암층 순혈

흑인들 모두 여성의 sexuality를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파라오가 이

집트에서 헤브루 민족의 남자 아기를 살해하려 했던 시도113)는 헤브루

남성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성서

속의 헤브루 여성들은 후손을 잇는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았으

며 가혹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받았다.114) 미국의 백인조상들이 만들

어 낸 ‘피 한방울의 법칙’과 루비의 가부장이 만든 ‘혈통의 법칙’ 역시 다

른 인종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여 동족 여성들을 이인종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신성시하는 건국 조상들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 순수하고 동질적인 민족 집단의 원형은 결코 발견되지 않

는다. “이집트 제국에서 도망친 무리를 일컫는 헤브루는 혈통에 의한 민

족 개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전쟁포로나 강제 노역자. 강도, 반란자. 농

사꾼, 떠돌이와 같은 하층민을 두루 지칭했던 계급적 용어”였다(박준서

108) 헤이븐을 건국한 조상들 역시 순혈 흑인 가문 뿐 아니라 길거리에

서 만난 부랑아들과 고아들을 포함한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초창기 미국

112) 본래 유대 왕국의 전통적 종교는 이방신을 함께 숭배하는 다신교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시 만난 수많은 신들의 융해물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 동일

성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방신앙을 타자화하여 배척하였다

(이스라엘 핑컬스타인 123)

113) 파라오의 남아살해시도는 인구를 억제하고,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헤브루 여성과 이집트 남성

간의 결혼을 부추겨 혼혈을 유도하려는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이었다(박준서 108).

114) 헤브루 여성들은 부족의 혈통을 잇기 위해 다산을 강요받았다. 아브라함(Abraham)의 처 사

라(Sarah)와 야곱(Jacob)의 처 라헬(Rachel)처럼 후사가 없는 여인들은 신에게 간청해서라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했다. 또한 성적으로 분방하다는 평판을 얻은 여인은 사형 선고를 받

고 공동체에서 제거되었다(제이 셔릴 액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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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도 건국조상의 이미지에 걸맞는 신실한 청교도에 해당되는 이주

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115)

그러나 민족주의적 건국 서사는 순수한 기원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건

국 서사는 단순히 공동체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정체

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역사에서 누

가 주연이 되고, 어떤 사건이 핵심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건국

서사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때 지배계층에 의한 기억의 자의적인

편집이 문제시된다. 그러나 역사는 특정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편집하려는 지배계층의 욕망과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복원하려는 욕망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제커라이어가

만든 건국서사와 계보도에서도 역사적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보다

모호하게 은폐된 지점에서 드러나게 된다.

헤이븐 건립의 공식적 역사는 제커라이어 모건이 자신처럼 공직에서 쫓

겨난 전직 의원들이었던 주브널 뒤프레(Juvenal Dupres), 드럼 블랙호스

(Drum Blakhorse)가족들을 모아 서부로 이주한 것에서 시작된다. 험난

한 이주 과정에서 초인적인 인내로 고통을 참아가며 사람들을 이끈 제커

라이어가 신의 계시를 받아 헤이븐을 건립할 장소를 찾아내자, 발의 상

처가 저절로 아무는 기적이 일어난다(98). 제커라이어가 발을 절다 회복

되는 모습은 건국을 위해 희생한 조상의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루비

를 보호해주는 신의 위력을 드러내 주는 일화로 사람들에게 소개된다.

하지만 제커라이어가 발을 절게 된 실제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제커라이어가 커피(Coffee Lemoyne)라 불리웠던

시절에 그에게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티(Tea Lemoyne)라

는 사이좋은 동생이 있었다. 커피는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은 후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백인들이

두 형제에게 재미로 춤을 추게끔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모욕당

115) 미국에 최초로 상륙한 영국인들은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이 아니라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사람들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일확천금 꿈꾸는 투기꾼과 실업자들이었다. 플리머스

상륙 집단들의 경우에도 청교도는 삼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경제적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다(이현송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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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발에 총을 쏘아 버렸다(302). 이와 같은 일화를

통해 백인에게 모멸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발을 쏘아버리는 커피의

인종적인 자존심이 증명되는 듯하지만, 커피의 일화 속에 여전히 드러나

지 않고 은폐된 것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커피가 티와 결별한 사건 속에서는 수치심과 죄의식이 결합된 강렬한

감정이 억압되어 있었다. 커피는 백인들에게 분노를 느꼈지만, 그보다 압

도적이었던 것은 백인에게 순응하는 동생의 모습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충격이었다. 백인에게 굴복해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이 자기

안에도 있었으며,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커피는 자신의

발에 총을 쏘게 된다. 사건 이후 동생을 볼 때마다 수치스러운 기억이

강렬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에 커피는 사이가 좋았던 동생과 헤어지게 되

었고,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서부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형제를 버렸다는 죄의식은 끝까지 그를 따라 다닌다. 동

족들의 이산을 두려워하며 순혈로 이루어진 성가족을 보존하려는 제커라

이어의 강박 속에는 형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

커라이어는 개인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기 위해 신

화적 역사와 순혈 계보도를 만들어 내게 된다. 고티어는 “제커라이어가

티와 커피의 분쟁을 감추는 이유가 가족 간의 갈등을 은폐하기 위한 것”

임을 강조한다(Gauthier 410). 헤이븐과 루비의 건립 원칙은 신이 맺어

주었기에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성가족의 이미지와 절대적 형제애를 강

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부족 내의 충돌과 불화의 기억은 감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 국가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더라도, 민족적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은

폐되고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커피 르모인은 과거와 단절을 시도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여러 등장인물 중 제커라이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커피

의 트라우마가 반영되어 있다. 제커라이어는 민족국가를 설립한 지도자

모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구약의 예언자 즈가리야(Zechariah)의

이름을 선택했다(192). 사실 건국신화 속에서 드러나는 제커라이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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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즈가리야 보다는 모세(Moses)116)에 가까우며, 헤이븐을 통치하기

위해 역사를 기념하고 전수하려는 모습은 요시야(Josiah)117)에 가깝다.

제커라이어는 자신의 수치심과 죄의식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없었다. 아마도 모세가 율법을 따르는 문

제로 부족민들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이 그에게 거부감을 주었을 것이

다. 지도자의 명령에 거역한 부족민들과 모세의 반목은 민족공동체가 와

해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제커

라이어는 모세가 되기보다는 영험한 예언자 즈가리야가 되는 쪽을 선택

했다.

즈가리야가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질책하고 단결을 촉구

함으로서 신의 뜻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듯이, 제커라이어는 집단의 분열

을 초래할 수 있는 불복종에 경고하기 위해 즈가리야의 예언 효과를 이

용한다. 즈가리야가 환상을 통해 “불복종의 참담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

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과로 흩어지는 것을 경고”한 것처럼, 제커라이어

는 신의 뜻에 불복종하는 자들이 받을 징벌에 대해 경고한다(192). 제커

라이어가 즈가리야의 예언방식과 유사한 계시적인 경구를 오븐에 새겨둔

것에 대해 팻은 글귀의 내용이 선조들을 불허했던 페어리 사람들에 대한

협박인 동시에, 지배 이념에 복종을 요구하는 권력층의 묵시적인 규제임

을 간파한다. 제커라이어가 글귀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

며, 미간의 주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계층은 원하는 대로 임의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게

116) 제커라이어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클라호마를 방황하다가 신이 보내주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수수께끼의 안내자에 의해 헤이븐 건립터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구

름기둥, 밤에는 불기등으로 안내받으며 29일간 이주했다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비슷하다. 제커

라이어가 신에게 기도로 호소하는 장면은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부족 지도자 모세를 연상시킨

다(권혁미 72).

117) BC 7세기에 유다왕국의 요시야 왕은 유일신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신앙임을 선포하

기 위해 민족의 영웅서사시로서 성경을 정리하고 고쳐 쓰고자 했다. 요시야 왕은 국내의 정치

적 위기와 제국의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일신 사

상을 지배 이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는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역사를 인식하

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어서 나라 발전을 위해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출애굽기 속에서 파

라오에 대항하는 모세는 제국의 압제에 맞서 민족을 수호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과 유사한 측

면이 있다(이스라엘 핑컬스타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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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역사를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차원

으로 서술한 제커라이어는 구약을 헤브루 민족의 건국 서사로 완성하려

했던 요시야 왕과 유사하다. 요시야는 자신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의 독

립을 유지하고,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의 옛 영토를 수복하려는 야망이

있었다.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까지의 민족적 기원을 추적하고, 아

브라함과 야곱 족장을 직계가족으로 연결하여 민족의 시조로 삼았다. 요

시야는 구약을 편찬하면서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과장되고 미화된

방식으로 편집했으며, 유대 민족 초기의 주류 신앙이었던 다신 신앙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모호하게 변경했다. 이처

럼 요시야는 유일신 사상을 통해 신의 계시를 강조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유일신 사상은 당대의 외세침략118)과 국내의 계급갈

등119)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었기 때문

이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신 야훼를 호전적인 전쟁의 신으로 부각

하고, 이민족의 어떤 신보다 우월하고 전능한 존재로 승격시켰다. 요시야

는 왕권을 강화한 뒤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되찾고, 나아가 이민

족들을 정복하여 유일신인 야훼가 군림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처럼 민

족적 트라우마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120)은 종교적 민족주

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헤브루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118) 요시야의 시대에 이민족의 다신 숭배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주의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외국인 무역상들의 통상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상인들은 이방신을

혐오하게 되었다. 예언자 엘리야(Elijah)와 호세아(Hosea)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초창기 일신 숭

배자들은 열성적 민족주의자였다. 이들은 국제주의적 외교 정책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의 빈곤이

외세에 의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로버트 라이트, 185, 195).

119) 이스라엘의 초기 일신 숭배자 중에는 해외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류층에 대해 반감을

품은 평민들이 많았다. 아모스(Amos)와 이사야(Isaiah)는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부유층을 비난

하면서 이스라엘 상류층의 국제주의에 저항하려고 이방의 신들을 공격했다(상게서 185, 195).

120)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과 굴욕적인 예속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했다. 라이트(Robert Wright)

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신 숭배에서 일신 신앙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바빌론 유수였다고

해석한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민족신의 신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추방함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한 굴욕을 경험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야훼를 전례 없이 격상시켜 이방의 신들

을 부정하고자 했다(상게서 185, 19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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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신을 숭배하는 이민족에 대해 궁극적인 복수를 실천하려 했던 것

이다.

헤브루의 민족신 야훼(Yahweh)는 이스라엘의 왕을 아들로 삼고 왕권을

수호해 주는 신이었다. 야훼는 신정정치 체제 속의 궁극적 지배자였으며,

그의 대리인인 왕은 야훼와 동일시되어 신의 의지를 펼치는 사람으로 숭

배되었다. 이처럼 요시야는 신과 정치적 권력을 통합함으로서 자신의 권

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그는 예언자를 선별하고 그에게 독

점적 계시의 권한을 부여했다121). 이로 인해 유일신 야훼의 뜻이 다양하

게 해석되는 것이 금지됨으로서 요시야는 대중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요시야가 선택한 예언자인 대사장 힐키야(Hilkiah)는 구약에서 예언의 수

사법을 정립한 예언자 예레미아(Jeremiah)의 아버지이다. 힐키야가 모세

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시야에게 설득하는 순간은 예레미아 수사법

(Jeremiad)의 출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헤브루 민족의 예언

자들은 힐키야처럼 예언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민중의 여론을 형성하

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예언이 실현되자 히브리 민족은 역사적 사

건을 신이 의도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헤브루 민족은 역사를 신

의 현현으로 수용한 최초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예언자 즈가리야와 요시야 왕의 행적은 종교와 역사, 민족의 담

론을 통합한 통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커라이어의 역사편찬 작

업과 닮아 있다. 제커라이어는 건국 서사와 불허의 트라우마를 결합한

국가 서사를 완성하고 예형론에 입각해 미래를 예언하고자 했다. 제커라

이어와 그의 후계자 모건 형제, 기득권을 지닌 순혈 가문의 연장자들은

구약의 예레미아식 수사법을 동원해 대중들에게 지배 서사를 주입해 왔

121) 열왕기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요시야 왕 재위 12년에 제사장 힐키야는 솔로몬의 성전을 복

구하던 도중 모세가 쓴 율법의 책을 발견했다. 힐키야는 모세의 율법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에 야훼가 진노하여 후손들이 고난을 겪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회개하였기 때문

에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서를 토대로 철저하고 파괴적인 종교혁명을 단행했다. 신권정치 체제에서 신의 계

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 통합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야훼의 합법적인 숭배 의식을 예루살렘의 신전에 한정시키고 이방신의 신전을 불태운 뒤 영매

와 점장이, 집안의 수호신을 섬기는 관습까지 금지한다. 또한 지방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독

자적으로 의례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한다(조지프 캠벨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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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레미아식 설교는 민족의 순수한 기원을 상기시키고 민족을 위협하

는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신의 메시지

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스런 미래가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논리 전개 방식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역사적 사명에 개인이 동참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구약에서 예레미아식 설교의 전형이 정립된 이래로, 예레미아 수사는

국가적 위기마다 국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동원되어 왔다. 프레일 마

르코스는 특히 “미국 역사 속에서 예레미아 수사에 의해 미국적 정체성

이 지속되고 강화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Fraile-Marcos 6). 공동

체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헤이븐과 루비의 지도자들은 조상과 신이 맺은

계약을 대중들에게 환기시키려 한다. 예레미아 수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게 되는 원동력을 대중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예레미아 수사는 헤이븐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루비를 설립할 수 있게 용기를 주었으며, 루비의 신세대들이 루비의 현

실을 비판하면서도 궁극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격려해 준다.122) 하

지만 예레미아 수사는 민족의 역사를 도식적인 예형론적 사관으로 해석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배계층이 역사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면

서,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역사적인 주체성을 부인한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지배 계층이 선조의 행적을 영웅시하고 전통을 그대로

계승할 것을 강조하는 것의 이면에는 보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

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 루비의 연장자들은 불복종을 통제하기 위해

공식 행사나 논쟁의 순간에 예레미아 수사를 종종 활용한다123). 그들의

예레미아식 설교는 전통에 충실한 구세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신의 의

지를 따르는 것이며, 불복종은 루비에서 곧 신의 처벌을 의미한다는 점

122)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들이 노예제로 신성한 청교도 국가의 이상을 변질시켰음을 비판하기

위해 예레미아 수사를 역사적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의 흑인들은 신의 진정한 선민으로서, 메

시아적 역할을 도맡아 미국의 속죄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비의 신세대들은 예레미

아 수사를 인종차별적 사회에 저항하는 사회비판의 도구로 수용하고 있다. 신세대 젊은이들은

경제적 안위에 만족하는 구세대들을 비판하고 미국의 민권운동 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관점에

서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과 같은 흑인 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을 주장한다(Fraile-Marcos 8-9).

123) 성탄절 연극에서 네이선 뒤프레(Nathan Dupres)의 개회사(202-205)와 오븐 논쟁에서 젊은이

들을 훈계하는 연장자들의 발언(83-87)은 예레미아식 수사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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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 그들은 선조의 영웅적인 업적을 신의 의지에 복종한 결과

로 해석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선조들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를 답습할 것을 주장한다.

과장되고 엄정한 예레미아 수사의 형식은 신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

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만든다. 루비의

지배자들은 신성과 인간성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기독교의 위계적인 율법

체계를 활용하여 불복종을 엄격하게 다스리려 했다. 헤브루 민족과 미국

의 청교도 조상들, 헤이븐과 루비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복종을 통

해 신의 선민이 될 것을 강조했다. 기독교적 천년 왕국의 선민 자격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이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신

앙124)이었으며, 엄격한 율법과 계율에 따르는 사람들만을 자신의 민족으

로 인정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난 결정적 원인이 불복종이었

던 것처럼 히브리와 청교도 조상들, 제8암층은 모두 집단 내부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신의 대리인인 지도층에게 불복종하

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복종은 신의 역사적 심판을 전제하기

에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불복종은 역사적 사명을 가로막는 중죄로서 엄중한 처벌

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루비의 지배 계층이 민족 신화를 통해 복종의 메시지를 강조하

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헤이븐과 루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의 역사 서술에서 강조된 민족주의 사

관은 “민족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을 단일한 민족

적 정체성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임지현『적대적 공

범자들』363). 민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남성 엘리트 민족주의자의

124) 성경의 기원은 대사장 힐키야가 기원전 621년에 발견한 모세의 율법서이다. 요시야는 이 율

법서에 기초해 구약을 유대 민족의 영웅적 서사시로 만들고, 율법에 복종하는지의 여부가 유대

민족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율법서의 발견 이후 유대인은 율법으로 연결된 하

나의 운명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음식금기와 안식일, 우상숭배 금지, 할례와 동족결혼 등 겉보

기에 자의적인 수많은 율법에 복종해야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 유대교에서

개인은 집단적 예배의식을 통하지 않고 신과 개인적 소통을 시도할 수 없다. 유대교에서 예배

가 성립되려면 13세 이상의 남자가 적어도 10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조지프 캠벨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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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젠더와 계급, 신분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입장 차이를 간과하

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루비에서도 민족주의 엘리트의 권력이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완결성을 주장하

며 내부의 갈등과 저항을 인정하지 않는 루비 지배층의 모습은 기독교와

우생학을 이용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부

와 권력을 누렸던 미국의 지배 계층과 닮아 있다. 루비의 가부장들이 선

조들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젊은 세대의 비판을 거부하는

모습은 청교적 예외주의의 신조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소수민족을 착취하

면서 성장해온 미국사의 어두운 이면을 연상하게 한다.

제커라이어는 과거의 이주 사건을 영웅적 건국서사로 형상화함으로서

순혈 민족 공동체를 지배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수함으로서 가문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고티어는

제커라이어의 건국 서사가 구약의 출애굽 서사와 신약의 메시아 탄생서

사를 혼성 모방한 것으로서, 신성한 계약의 서사 속에 제커라이어의 개

인사를 교묘하게 융합시켜 역사적인 영웅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

적한다(Gauthier 404-405). 모건 가문은 제커라이어로 인해 영웅적 지도

자의 후손이라는 후광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자 집안으로 부상할 수 있

었다. 모건 형제는 제커라이어를 Big Papa, 렉터를 Big Daddy라고 부름

으로서 자신들이 신화적 조상의 직계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제커라이어가 만든 건국 역사 뿐 아니라 헤이븐의 발전사를 듣고 기억하

여 공동체의 역사를 전수하고자 한다. 모건 형제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

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상하여 역사적 기억을 완성한다”(13)는 점이다.

스튜어드는 거부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통

해 생생하게 거부의 장면을 복원하려 한다(95-96). 이처럼 스튜어들가

과거의 불우한 역사를 되새기는 모습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바우만

(Zygmunt Bauman)은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라는 용어를 통해, “역사

적인 희생의 기억이 전수됨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결속이 지속적으로 강

화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지그문트 바우만․임지현 12). 홀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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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직접 경험한 유대인 세대 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자신들을

세습적 희생자라고 여기는 것이 세습적 희생자 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다.125) 세습적 희생자 의식은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어 민족집단을 이

루는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민족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바우만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그 후손

들이 더욱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 이스

라엘 청소년의 신체에 각인되어 무서운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한다(지그문트 바우만․임지현 12-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계

층이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인을 민족의 이름으로 통제할 가능

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임지현은 세습적 희생자 의식 속에

“제국에 대한 선망과 근대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며 “제국

주의의 희생자가 입장을 역전시켜 가해자가 되려는 욕망을 품고 있다.”

고 주장한다.126) 스튜어드(Steward Morgan)의 거부에 대한 기억 속에도

강렬한 민족적 피해의식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것은 “누군가 총으로 쏘

아버리고 싶을 정도로”(96) 타자를 적대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스튜어드의 기억은 상상의 산물로서 실제의 역사적 사

실과 차이가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들에 의하면 페어리 사람들

은 임신한 여성들을 배척하지 않았고 쉴 곳과 먹을 것,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었다(195). 이처럼 역사적 기억이 기억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

라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모건 형제의 기억에서 드러난다. 모

건 형제는 자신들의 기억을 역사로 확장해 지배이념으로서 역사를 이용

하려고 하지만, 헤이븐과 루비의 역사는 특정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역사이다. 애너 플러드(Anna Flood)는 여러 명의

건국 조상들이 서로 힘을 합쳐 헤이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건 형

제가 제커라이어의 공적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115). 이러한 발언을

125) 여기서 자신의 부모가 실제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구체적이

고 개별적인 유대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유대인들 전체의 고통으로

서 민족적으로 추상화된 고통이 세습적 희생자 의식에서 문제시”된다(지그문트 바우만, 임지현

12-13)

126) 이스라엘은 과거에 제국주의의 희생자였지만 오늘날은 제국주의의 가해자가 된 대표적인 사

례이다(임지현『적대적 공범자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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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애너는 모건 가문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영웅 신화를 해

체하고자 한다. 그녀는 영웅 서사가 역사에 참여한 민중의 역할을 축소

함으로서 지배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화하는 것에 맞서고 있는 것이

다.127)

루비의 지배계층은 특정한 사물이나 의식을 통해 건국 서사에 반영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커라이어의 건국 서사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로 성탄절

연극이나 교회의 설교, 마을집회와 같은 마을의 공식 행사와 공식 기념

물인 오븐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그 중에서도 루

비의 성탄 연극은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

고 있다. 성탄 연극은 제 8암층 사람들이 루비를 지배하는 면모를 극적

으로 드러내 주는 상징이며, 작품 속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로 성탄절 연극은 헤이븐의 탄생 배경인 거부 사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여 순혈 흑인으로 구성된 흑인국가를 신성화한다. 연극의 줄거

리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와 제커라이어의 거부 체험이 결합되어 있다.

루비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을 자신들의 체험과 동일시하여 혈

통에 대한 선민적인 자부심을 강화하고, 페어리로부터 거부당했던 트라

우마를 극복하려 한다. 연극 감독이자 마을의 최고령자인 네이선 뒤프레

는 연극이 시작되기 직전 최근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을에 닥

친 위기를 상기시킨다. 네이선의 연설은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며 결속을 호소하는 예레미아 설교의 전형을 보여준다. 네이선는

최고령자로서 자신이 기억하는 헤이븐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며, 헤이븐

은 마치 가나안처럼“세상에서 달콤한 꿀이 흐르고 흙 맛이 사탕수수처럼

달디단 땅”(204)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최근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

127) 모건 가의 지배자들은 애너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오만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권력을 장악해 왔던 역사적 행적

과 유사하다. 고대 헤브루 사회는 극소수의 남성 엘리트가 지배하는 위계적인 사회였다. 모세

의 종족인 레위(Levi) 족에서 코헨(cohen)가문의 엘리트는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한 지배자로

군림했다. 그들은 아론에게서 지위를 물려받아 여호와에게 권력을 승인받았음을 내세웠다(리안

아이슬러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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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갈등을 꿈의 내용과 연관시켜 루비에 신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며, 사람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꿈에 나타난 꽃이 핀 콩밭은 들판

노동에 종사해 왔던 건국 선조들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순혈

혈통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얀 꽃은 오염되지 않

은 제 8암층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데, 꽃의 색깔이 갑자기 붉게 물들

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순수한 이상이 위험에 처했음을 경고하는 것이

다. 네이선은 루비의 순혈 법칙이 신과 맺은 성스러운 피의 계약임을 강

조한다. 그는 루비 주민들이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공동체의 성스러운

기원을 잊지 않는다면, 루비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따르리라는 희망적인

메시지128)로 연설을 마무리한다.

네이선의 연설처럼, 루비 사람들은 예형론적 역사관으로 과거를 해석하

려 한다. 루비의 역사는 신이 선택한 민족 공동체가 승리하는 과정으로

그려지며, 그들을 불허한 페어리는 신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연극에 재현된 거부 사건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제 8암

층의 원초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극적으로 왜곡된 것이다. 건국 선조들이

실제로 만난 페어리 사람들은 제8암층 사람들이 마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했지만, 친절한 태도로 음식을 가져다주고 돈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성탄연극은 페어리 사람들을 사실적이라기보다 상징적으로 묘사

한다. “페어리 사람들은 얼굴에 노랗고 흰 가면을 쓴 탐욕의 결정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Mellard “Zizekian Reading” 470).

"여기 이거나 가지고 이곳을 얼른 떠나라.“ 음식이 그려진 그림을 마룻바닥에 팽개치면

서, 가면을 쓴 인물들은 웃으며 펄쩍 펄쩍 뛰었다. 검지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주

먹을 흔들면서 성가족들은 합창한다. ”신께서 너희를 쳐부술 것이다.“ ”신께서 너희를 박

살낼 것이다.“ 관객들이 웅성거리며 따라한다. ”신께서 너희들을 벌하리라.“ ”신께서 너

희들을 벌하리라.“ ”먼지가 될 때까지 벌하시리라.“ 론 뒤프레의 음성이 들렸다. ”감히

128) 프레일 마르코스는 하워드 피트니(Howard Pitney)의 예레미아 수사 연구를 인용하면서 미국

적 에레미아 수사는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아처럼 국가의 몰락에 대해 경고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체성과 번영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재확인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의 궁극적 사명

이 실현되리라는 낙관적 메시지가 마지막에 항상 강조된다는 것이다. 삭반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 역시 에레미아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Fraile-Marco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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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 대적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너희를 밀가루처럼 박살낼 것이다.” “잘한다! 론!”

“신께서 원하실 때에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가면을 쓴 인물들이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성가족들은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 내 안의 무언가가 고통을 거부하려 한다.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진다. 성가족들의 연약한 목소리에 관객들의 강

한 외침 소리가 결합된 결과, 합창의 마지막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때 무대 옆에서 한 소년이 천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년은 챙이 넓은 모자

를 쓰고 가죽으로 된 가방을 들고 있었다.

“Here. Take this and get on out of here." Throwing the food pictures on the floor,

they laugh and jump about. Pointing forefingers and waving fists, they chant: “God

will crumble you. God will crumble you." The audience hums agreement: “Yes He

will. Yes He will." “Into dust!" That was Lone DuPres. “Don’t you dare to mistake

Him. Don’t you dare." “Finer than flour he’ll grind you." “Say it, Lone." “Strike you

in the moment of His choosing!" And sure enough, the masked figures wobble and

collapse to the floor, while the seven families turn away. Something within me that

banishes pain; something within me I cannot explain. Their frail voices are

accompanied by stronger ones in the audience, and at the last note more than a few

are wiping their eyes. Slowly from the wings a boy enters. He wears a wide hat

and carries a leather bag. (211)

멜라드(James Mellard)는 이 장면에서 “루비 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정

치적인 판타지가 극화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거부에 대한 인과응보로서

페어리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부정되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Mellard

"Zizekian Reading“ 470).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등장해 가죽 배낭을 들고

걸어오는 소년은 예수를 형상화함과 동시에 건국 신화에서 사람들을 인

도한 신의 안내자를 나타낸다. 소년이 등장하기 직전 상황은 헤이븐이

혼혈 흑인들의 불허 사건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이

다. 가면 쓴 사람들이 신의 심판을 받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페

어리 사람들이 무력했던 조상을 불허한 것을 그대로 되받아 그들에게 신

의 불허를 선포하는데 동참하게 된다. 루비 사람들은 페어리의 몰락 원

인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그들의 실패를 신이 개입한 결과로 해석

하고 복수의 희열을 느낀다. 작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흑

인 마을 페어리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가혹한 농업환경과 백인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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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경제적인 배제에 기인한 것로 알려져 있다.129) 페어리 역시 헤이븐

처럼 면화산업 붕괴와 철도 노선의 설치와 같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루비 사람들은 흑인들의 서부

이주역사를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원초적인 복수극으로 연출하려

한다. 이를 통해 루비 사람들은 신에게 도덕성을 인정받았다는 예외주의

적인 선민의식을 재확인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둘째로 루비의 성탄 연극은 건국 조상의 위업을 숭배함으로서 제 8암층

(The 8-rocks)이라는 친족 가문들이 지배130)하고 있는 루비의 정치 체

제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대 민족주의가 구약적인 선민사상

과 함께 민족 공통의 기원과 미래를 연결하는 민족사관, 그리고 국가적

메시아 주의를 표방”하고 있듯이(호미 바바 99), 흑인 민족 공동체 루비

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청교도 조상의 건국 서사를 빌어 위대한 지도자

가 민족 영웅으로서 출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극 중에서 제커라이어는

인종적 불허의 체험을 지닌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세처럼 초인적인 지도

자 역할을 수행한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다. 제커라이어의 업적이

그의 계보를 잇는 가부장적인 친족들에 의해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수준

으로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루비의 성탄 연극은 국민적 의례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존재

를 암시해 대중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루비의 크리스마스 연극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마을의 대표적인 연례행사로서 하나의 국

민적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을 상연할 만한 건물이 없을 때조차도

129)  흑인 분리주의자들은 토지가 싸고 넓었던 오클라호마 주에 랭스턴(Langston)과 볼레이

(Boley)같은 흑인 소도시를 건립했으나, 백인들의 정치적인 배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

게 된다(벤자민 콸스, 160). 니코데머스(Nicodemus)는 오클라호마의 흑인 엑소더스 공동체 중

에서 가장 유명했지만 가혹한 농업환경과 백인의 적의로 쇠락하게 되었다(Widdowson

313-315).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는 오클라호마가 상심의 땅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연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부출신 흑인들의 후손이 26개의 흑인 독립공동체를 세

웠으나 이들은 다시 재노예화된다. 백인들은 합법적, 불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해 흑인 마을

을 몰락시키려 했으며, 분익소작제도와 같은 백인들의 경제적, 정치적인 봉쇄 때문에 흑인 공

동체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Gauthier 396).

130) 크로켓(Norman Crockett)은 오클라호마에 설립된 흑인 마을의 대다수가 소수대가족이 만든

정착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명문 가문과의

결혼이나 혈연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Crockett 4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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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공연되었던 성탄극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루비 사람들은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조상의 순혈 혈통을 잇는 성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확인하게 된다. 루비의 대중은 성탄절 연극뿐 아니

라 학교행사와 교회의 설교와 연장자들의 연설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재국민화 되어 왔다. 조지 모스(George Mosse)는 연극과 같은

국민적 축제를 통해 대중의 국민화가 일어난다고 정의하며 “다양한 정치

적 문화적 장치를 기획하여 국민적 주체의 환상을 통해 대중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을 유도하는 현상”으로 대중의 국민화를 규정하고 있

다(Mosse 1, 6). 하지만 권력이 특정 지배계층에게 독점되어 있는 루비

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중의 국민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정치 참여는 특히 대중독재 체제에서“이질적

이고 다양한 대중을 단일하고 조화로운 집단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한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임지현『이념의 속살』216),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 주류와 구별되는 차이를 지닌 소수자들은 대중의

국민화 작업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된다.

순혈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루비에서는 성가족 출신 친족들이 순혈이 아

닌 사람을 차별함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성가족 출신으로 최고령

자인 네이선 뒤프레는 루비의 성탄절 연극에서 누가 어떤 역할로 참여하

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216). 네이선은 성탄절 연극을 통

해 누가 성가족으로 인정받고 누가 제외되었는지를 은연중에 암시함으로

서 대중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탄절 연극은 단지 과거의 민족

적 유산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배 권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드

러내는 장치로서, 루비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억

압을 일깨워준다. 또한 지배 계급에 대항할 가능이 있는 개인에게는 정

치적 보복의 가능성을 암시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장치로 이용된다. 팻

과 론(Lone Dupres)은 정치 공동체에서 배제된 내부의 타자들로서 성탄

절 연극에 자신들의 참여가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

다. 팻은 미즈너(Richard Misner)와 함께 외부자의 입장에서 성탄절 연

극을 관람하다가 성가족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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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배제된 것인지 추리해 본다(214).

아홉 가구의 성가족이 등장했었던 최초의 연극 버전과는 달리 현재 무

대에 오른 성가족의 숫자는 일곱이다. 팻의 아버지 로저 베스트(Roger

Best)는 혼혈 여성인 델리아(Delia)와 결혼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로부

터 명백하게 배척받은 인물이다. 팻은 루비 내부의 타자라는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검기로 유명한 케이

토 가문의 빌리 케이토(Billie Cato)와 결혼”(198)한다. 팻이 낳은 아기가

밝은 피부를 지닌 빌리 델리아(Billie Delia)였고, 남편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 케이토 가문의 후사가 끊김으로서 케이토 가문은 성가족에서 완전

히 배제된다. 성탄절 연극은 이미 아홉 가구에서 제외된 것이 확실한 케

이토 가문 이외에 또 다른 한 가문이 성가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131) 팻은 성가족에서 새롭게 누락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문으로 모건 가와 플릿우드 가문을 주목한다(214). 플릿우드 가문의

후손인 네 명의 아이들은 불치병으로 인해 오래 살 가망이 없다. 유일한

후손인 아넷(Arnette Fleetwood)은 결혼 전에 아기를 낙태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 모건 가문의 경우 스튜어드가 불임이고 디컨의

두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루비 모건의 아들이자 모

건 형제의 외조카인 케이디(K. D. Morgan)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손이

된다. 팻은 모건 가문의 케이디와 플릿우드 가문의 아넷이 결혼함으로서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다면 두 가문은 앞으로도 성가족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롭게 성가족에서 누락된 가문이 모

건 가문인지 플릿우드 가문인지에 대한 해답은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성탄절 연극은 성가족에서 어느 가문이 배제되었는지 명시하지 않음으

로써 대중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헤이븐을 설립한 올드 파더의

아홉 가족과 루비를 설립한 뉴 파더의 아홉 가족 중에서 연극에 출현하

지 못한 가문은 모건 가문과 플릿우드 가문이다. 하지만 모건과 플릿우

131) Old Father 가문에 속하는 풀과 뒤프레, 보챔프 가문과 New Father에 속하는 쥬리와 퍼슨,

시라이트와 샌즈 가문의 아이들이 무대에 오른 것으로 보아 성가족에서 새로 누락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가문은 모건가문 이거나 플릿우드 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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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가문 이외에도 연극에서 누락된 가문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헤이븐과 루비를 설립하는데 모두 기여한 바가 있는 플

러드 가문과 헤이븐 설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블랙호스 가문이 연

극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플러드 가문은 건국의 영웅인 제커라이어

모건의 부인 민디 플러드(Mindy Flood)의 집안으로, 후손인 에이스 플러

드(Ace Flood)는 신앙심 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딸 애너 플러

드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 디트로이트에서 살다가

루비로 복귀했다. 작품 속에서 플러드 가문의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애너가 유일한 플러드 가문의 후손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하

지만 루비에서 애너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팻의 말에 의하면 루비에는 “눈에 띄는 불량품들”, 즉 자신과 빌리 델

리아 같은 혼혈 흑인들이 있는가 하면 “피부색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불량품들” 또한 존재한다(196). 애너 플러드의 혈통은 성가족 중에서도

인정받는 가문 출신이지만 그녀는 루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외

부 세계로 나갔다 다시 들어온 인물이다. 루비의 많은 남성들이 루비 바

깥의 전쟁에 참여하고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사를 감으로서 루비를 벗어

났지만, 여성으로서 온갖 폭력과 위협이 창궐하는 외부 세계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은 애너가 처음이다. 루비 남성들이 루비를 여성들이 밤늦게

산책해도 문제없는 안전한 성소로 만들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면에는, 흑

인 여성들이 외부 세계에서 유린당해 온 역사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백인의 세계인 디트로이트에서 돌아온 애너는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무의식을 불편하게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애너

는 자신의 사교적인 태도와 개성있는 헤어스타일, 결정적으로 외부 남성

인 미즈너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로 인해 그녀를 적대시하는 퓰리엄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상당수의 루비 여성들이 미즈너 목

사에게 걸맞는 결혼 상대로 애너와 팻을 꼽는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잘생긴 외모와 학식, 흑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직업인 목사로 일하는

미즈너는 루비 여성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지만, 미즈너는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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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사위감이나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루비 여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루비 사람이지만 루비 남성과 결혼하기에는 혈통의

순수성이 문제가 되는 팻이나 결정적인 흠결은 없지만 외부 세계에 거주

했던 애너가 미즈너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루비의 성가족 중에서 제외된 또 하나의 가문은 블랙호스 가문이다. 루

비를 지배하는 모건 형제의 부인인 소앤(Soane Morgan)과 도비(Dovey

Morgan)가 블랙호스 가문이기에 외양상으로 블랙호스 가문은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루비에서 블랙호스 성을 가진 남성이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성탄절 연극에서도 블랙호스 가문의 아이들이 눈

에 뜨이지 않고 있다. 이는 블랙호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부재한다

는 의미일 수도 있고, 팻이 계보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블랙호

스 가문의 비밀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블랙호스 가에서 빌린 성경

책 속에서 팻은 블랙호스 이름 위에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

드럼 블랙호스의 막내동생인 이선 블랙호스(Ethan Blackhorse)는 솔라스

(Solace)라는 여성과의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계보도에서 삭제되었다.

이선 블랙호스는 혼외정사나 접수 절차를 받지 않은 간음을 금지하는 규

약을 위반해 루비에서 철저히 매장당하고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이선이 혈통의 법칙을 어겨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은

드럼호스 가문을 성가족에서 배제할 만한 요인132)이 된다.

성가족들이 페어리 사람들에게 신이 그들을 처벌하리라는 거부의 메시

지를 전달하는 장면과 아기 예수와 건국 서사의 신성한 안내자를 상징하

는 소년이 배낭을 매고 등장하는 장면은 성탄 연극의 정점을 이룬다. 이

장면에서 관객석의 루비 사람들은 성가족이 페어리 사람들에게 거부의

메시지를 외치는 대목에 열광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중에

서도 론은 특히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의 메시지를 소리 높여 외친

다(211). 이것은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132) 이선 블랙호스가 배제된 사례와 같이, 현재 루비의 지배자이자 성가족의 정통 계보를 잇는

디컨 모건이 저지른 불륜은 루비 사람들에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대역죄로 여겨지기에 충분

하다. 디컨과 코니의 관계는 간음인 동시에 순혈 혈통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튜어

드는 디컨의 불륜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스튜어드와 소앤, 론이 디컨의 불륜

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루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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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열성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표명하는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 론 뒤프레는 건국조상들이 서부를 유랑하던 중에 발견한 아기로, 역

병으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뒤프레 가문에 입양되었다. 그녀는 페어리

사람들의 거부 사건을 체험한 적이 없으며, 제8암층과 혈연 관계가 아니

기 때문에 거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순혈 혈

통을 인정받을 수 없는 내부의 타자로 소외되어온 론은 더욱 열성적으로

집단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팻이 루비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소수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팻은 그

들이 중시하는 혈통의 계보를 정리하여 선물하고자 했다. 팻이 어려서부

터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으며, 가장 검은

피부의 남성과 결혼한 것은 내부의 타자로 느껴왔던 소외감 때문이었다.

팻은 뉴파더에는 속하지만 헤이븐을 건립한 올드 파더 가문에 속하지 않

는 시라이트 가문과 샌즈 가문이 겹사돈을 맺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들이 성가족의 정통 계보를 잇는 올드 파더 가문과 혼사를 맺으려 애쓰

는 이유에 대해 절감한다. 론과 팻과 같은 루비의 소수자들이 살아남으

려고 애쓰는 모습은 실제 미국 역사에서 국민으로서 인정받으려 했던 소

수민족이나 유색인종의 대응을 연상시킨다. 9. 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민

족주의가 종교적인 열기를 띄고 부활하게 되자 주류 시민이 아닌 미국인

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미국인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133) 하지

만 테러 희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의식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국

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이나 외국인 희생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말았

다.134)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루비 사람들은 건국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재

현하고 있는 성탄절 연극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133) 흑인들이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테러에 동조하여 애국심을 증명하거나, 거리 행진에서 유색

인들이 성조기를 더욱 열심히 흔드는 행위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임지현『적대적 공범자들』

23).

134) 무역센터에서 일하다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유럽의 금융회사직원들 뿐 아니라 무역센터 네

레스토랑 웨이터와 보일러실 잡부, 청소부 등으로 일하다 희생된 동남아인들이 있었으나 이들

은 추모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상게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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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을 형성해 왔다. 루비 시민들은 연극을 통해 재국민화되는 과정을

거쳐 지배 권력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성탄절 연극에 대한 반응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개개인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인다. 론과 팻의 대응에서처럼, 대중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지

배 이데올로기를 반어적으로 조롱하거나, 궁극적인 회의를 통해 진지한

비판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극 공연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반응

속에 암시되는 루비의 분열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기념물인 오븐을 둘러

싼 논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수많은 평자들이 작품 속

오븐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해 왔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븐을 흑인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오븐의 의미가 변화하

게 되는 과정을 흑인 민족주의 운동의 변천사와 연관짓는 입장이 있다.

오븐에 새겨진 글귀가 “처음엔 축복, 그 다음엔 저주, 결국엔 패배를 선

언하는 듯”(7)이 보였다는 문장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이마의 주름을 두

려워하라”(142)는 오븐의 메시지는 본래 흑인을 불허한 백인에 대한 신

의 응징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청교주의적 예외주의 사

상을 전유하여 백인의 인종주의에 대항한다는 의미였으나, 시간이 흐르

면서 루비 내부의 타자에 대한 위협을 담은 억압적인 뜻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미즈너와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의 고립정책에 반기를 들고 오븐

에 새겨진 문장의 의미를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오븐

은 루비 공동체가 타격을 입고 와해된 상태를 반영하듯이 중심을 잃고

무너져 가는 형상으로 제시되고 있다(287).

돕스(Cynthia Dobbbs)는 “오븐의 흠없는 디자인을 완벽한 낙원에 대한

건국조상의 판타지를 드러내는 것”(Dobbs 116)으로 보며, 오븐이 공적

아이콘이자 역사적 기념물을 나타내는 상징임에 주목한다. 이상적 유토

피아로서 민족국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역할

을 담당할 상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힐프리치와 스테이브(Shirley

Stave)가 오븐을 구약의 성궤에 비유하는 것(Stave 195. Hilfrich 332),

플린트가 오븐을 엑소더스터 운동(Exoduster Movement)에 참여했던 흑

인 자작농의 신조로 해석하는 것(Flint 600) 역시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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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돕스와 이영철은 오븐이 루비 흑인들의 공동생활 터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에 흑인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사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Dobbs 116, 이영철 174). 백인의 부엌에서 일하지 않아 성희롱과 폭력

으로부터 여성선조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헤이븐과 루비의 오

븐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븐은 백인의 피로 혈통이 오

염되었을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순혈 민족주의의 상징이 된다. 달스가 역

시 오븐은 조상이 고난을 겪고 승리한 것을 증표로 남기려고 제작된 역

사적 기념물이라고 본다. 달스가는 헤이븐에서 루비로 오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먼지와 기름때의 흔적이 인위적으로 제거되어 버렸다(6)는 사

실에 주목하는데, 이로 인하여 살아있는 실제 경험으로서의 역사가 제거

되고 오븐이 국가의 추상적인 통치이념을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달스가가 이야기 한 대로 오븐은 "바바의 국가적 지식의

대상물로서 예외주의적 갈망을 대변“(Dalsgard 239-240)하는 상징인 것

이다.

루비에서 오븐은 사회통제와 집단적 결속을 위해 동원되는 예레미아

수사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었다. 루비에서 오븐은 불복종에 대한 협박

과 경고를 가시적으로 표상한다. 오븐을 만든 제커라이어는 다양한 의미

를 함축할 수 있는 글귀를 오븐에 새기기 위해 고심했다(142). 그는 글

귀 속의 주체와 대상을 추상화함으로써,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경고 효과

를 넘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불복종을 견제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루

비의 지배계층은 오븐을 사회 통제의 메카니즘으로서 활용해 왔다. 데이

빗슨과 위도우슨은 지배 계층이 오븐의 글귀를 현상유지를 위한 정태적

명령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Davidson 359, Widdowson 315,

327). “찌푸린 주름살” 속에는 지배층에 대한 불복종을 경고하려는 메시

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모건 형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젊은이들이 글귀를 “이마의 주름살이 되어라”라는 의미

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87). 이마의 주름살이 되겠다는 표현을 젊은

이들이 권력을 누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건 형제에게 오

븐은 신으로 대변되는 절대 권력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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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루비에는 오븐을 흑인 분리주의의 상징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지배계층에 대항하며 오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젊은이들이 존재

하고 있었다. 모리슨은 오븐을 통해 소극적 분리주의에 맞서 범아프리카

주의, 블랙팬더당(Black Panther Party)과 같은 대안적 노선을 표방했던

흑인민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다. 연장자들의 오븐 해석에 맞서

는 미즈너와 젊은이들은 흑인 민권운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고립을 추구하는 흑인 분리주의 운동을 거부하고 진취적인 태도로 세상

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플린트는 젊은이들이 당대 흑인운동의 새로

운 정신을 반영하도록 오븐의 글귀를 변형시키는 것에 주목한다(Flint

601). 데스트리 보챔프(Destry Beauchamp)는 오븐 논쟁을 인종에 대한

토론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국지적 고립주의를 벗어나 범아프리카주의로

논의를 확장하여, 흑인 공동체를 전지구적인 문맥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

한다. 그리피스는 “우리가 신의 계명을 따른다면 우리는 신의 대변자가

된다”(87)고 말한 데스트리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젊은 세대가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한다

(Griffith 590). 데이빗슨은 현존하는 지배 서사를 고수하는 연장자들과

“당신들뿐만이 아닌 우리의 역사”(86)를 주장하는 로열 보챔프(Royal

Beauchamp)를 대비하면서, 미즈너와 젊은이들이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역사를 써 나가길 희망한다고 보고 있다(Davidson 359). 임정이는 “루비

의 젊은이들이 당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민권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길 희

망한다고 언급”한다(임정이,『파라다이스』의 역사 재해석 13). 젊은이들

이 고쳐놓은 오븐의 글귀처럼 “이마의 주름살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상

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오븐이 정치적인 분쟁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작품의 현재 배경인 1970년대 중반이 흑인 민권운동 역사에서 중요

한 전환기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루비 연장자들의 고립주의와 이를

비판하는 신세대 간의 논쟁은 실제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흑인들의 분리

주의 대 통합주의 논쟁135)과 연결된다. 미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멀리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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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루비에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은 교통

과 통신의 발달로 외부 사회와 고립된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졌

기 때문이다. 루비의 구세대 남성들은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같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서 루비 밖의 세상을 체험하고 다른 인종과 접촉하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권운동과 범아프리카주의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 그들 역시 외부의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변화에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시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고립주의를 고수한다. 스튜어드가 학교분리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써

굿 마셜(Thurgood Marshall)136)과 시설 점거 운동에 동참했던 오클라호

마 학생들을 비난하는 장면(133)과 가부장들이 수녀원 습격 시에 발견한

달력을 보고서 그곳에 표시된 날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

7)137), 소앤이 베트남이 미국의 어느 곳보다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들에게 입대를 권유했다는 대목(100)은 루비의 연장자들에게 정확한

현실 인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미즈너와 신세대

젊은이들은 민권운동과 범아프리카주의, 블랙팬더당과 같은 외부 세계의

동향을 주시하고자 한다. 구세대의 고립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소

극적인 대응이기에 신세대 젊은이들은 진취적인 자세로 세상에 동참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루비의 내분은 민권운동 시기에 부각되었던 흑인 민족운동 진영 내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흑인 민족

135) 실제 흑인민권운동의 역사에서 1968년을 기점으로 하여 민권운동 전략변화에 대한 격렬한

내부 논쟁이 일어났다. 초기의 비폭력적 운동이 백인의 폭력적 대응을 유발하여 일부 흑인운동

가들이 폭력적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블랙 무슬림과 블랙팬더당과 같은 단체가 분

리주의 노선을 고수한 결과 1968년에 마틴 루터 킹이 사망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분출

되었다. 당시의 미국은 흑과 백의 갈등이 심화되어 두 개로 분리된 국가와도 같은 상태였다

(Widdowson 326).

136)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정책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의 판결을 얻어낸 흑인 변호사로서 후에 연방대법관에 임명되어 소수집단의 권익을 보장하고

자 노력했다(정상환, 162-164).

137) 수녀원의 달력에 표시된 날짜는 마틴 루터 킹 살해일(1968 4.4)과 블랙 팬더 당원 2명이 살

해당한 날짜(1968. 7. 19)이다. 슈어(Richard L. Schur)는 수녀원을 습격한 남성들이 달력에서

당대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연상하지 못하고 수녀원 여인들을 마녀로 추궁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한다(Schur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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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진영은 통합주의와 분리주의 세력이 맞서고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장

하는 새로운 집단이 출현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었다. 탈리(Justine

Tally)는 루비의 구세대 지배층이 분리주의를 지지하고 가부장적인 민족

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흑인 이슬람 단체인 The Nation Of Islam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138) 다른 한편으로, 백인에 대항하는 정치적 투쟁을

포기한 대신 백인 사회의 자본주의 신화를 모방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

다는 면에서, 루비는 부커 티 워싱턴의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정치철학을

연상시킨다.139) 부커 티 워싱턴은 흑백분리 정책이 흑인의 경제적 자립

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흑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정

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리 주장을 보류하자”고 호소하였다(정상환 117). 미

즈너와 젊은이들은 루비가 고립을 선택하는 한, 루비 내부에서는 주인처

럼 행세하더라도 백인과의 관계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을 비판한다. 루비는 반경 10킬로미터 내에 백인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만, 주류 사회의 가치관을 답습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백인이 지배하는

곳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흑인 분리주의 공동체 루비가 미국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백인의 가

치관을 그대로 추종한다는 모순은 실제 흑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보여

주었던 모순된 행보와 상당히 닮아 있다. 들레이니(Martin Delany), 크러

멜(Alexander Crummel), 초창기의 듀보이스와 같은 흑인 민족주의자들

은 유럽중심적인 가치관과 아프리카 중심적인 분리주의가 결합된 분열적

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독립 국가를 설립하자는 흑백

분리주의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구상한 아프리카 문명화 사업은 유럽의

기독교 자본주의 문명을 모방한 것이었다.140)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잘

138) 루비주민들의 분리주의는 백인으로부터의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고립정책을 목표로

했던 The Nation of Islam의 성격과 유사하다(Tally Paradise Reconsidered" Toni
Morrison's (Hi)stories and Truths 27).

139) 듀보이스는 부커 티 워싱턴이 “흑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둘을 별개로 취급하는” 오류를 저지른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인권

과 선거권 같은 정치적 평등의 요구를 유보하자는 제안은 니그로의 열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착화하기 때문이다(이경원 132).

140) 이경원은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구체화하는 수단과 모델이 앵글로 프로테스탄트 문명이었다

는 점을 지적하며 노예제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아이러니가 흑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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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소수의 유능한 엘리트가 다수의 무지한 흑인 민중들을 계몽시

켜서 유럽의 문물을 수용하고, 나아가 백인들을 능가하는 국가를 만들고

자 하는 것이 흑인 엘리트 분리주의자의 목표였다. “지정학적 분리주의

를 표방하였으나 문화적 동화주의”를 추구한 분리주의자들은 흑인의 독

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백인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소설 속 루비는 금권이 지배하는 물질만능 사회로 은행 자본가가 지배

하는 백인 자본주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 슈라이버(Evelyn Jaffe

Schriver)는 루비를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하려

는 공동체”141)로 보고 있으며, 슈어 역시 모건 형제가 투기적 자본 사업

을 통해 마을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흑인 분리주의 공동체의 배

타적인 지배구조를 비판142)하고 있다. 크리스토퍼(Lindsay Christopher)

는 서부로 이주한 흑인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적 담론이 재생산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Christopher 92). 서부에 공존했던 인디언의 존재

를 깨닫지 못한 채 영토를 점유하고 확장하는 사업에 몰두함으로써, 헤

이븐과 루비의 흑인들은 제국주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도우슨

은 “조상의 혈통에 대한 루비 연장자들의 자부심과 종교적인 수준의 애

국심이 미국의 신조인 백인 개신교도의 보수적 가치관과 닮아 있음”을

지적한다(Widdowson 326). 이처럼 모건 가문이 지배하는 루비와 백인

프로테스탄트 남성이 지배하는 미국사회는 극소수의 파워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모리슨이 “흑인 분리주의 운동이 흑인의 과거를 미화해 흑인들

을 서로 분리시키고, 과거의 역사와도 분리한다고 비판”(Romero 426)한

것처럼, 루비의 지배층이 순혈주의를 역사적으로 신화화해 왔던 전통은

내부의 반발에 의해 흔들리게 된다. 루비의 지배층은 분리주의를 주장한

주의자에게 존재했다고 이야기한다(상게서 74-75).

141) 권력과 부를 소유한 특권층이 지배하는 루비의 환경은 백인의 교외를 연상시키며 사람들은

공동체적 연대 대신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며 소비 문화에 젖어 있다(Schriver 125).

142) 실제 흑인들이 건설했던 흑인만을 위한 마을은 소수의 대가족들에 의해 건립된 경우가 많았

으며. 마을 내의 사회적 지위는 특권을 누리는 소수 가문과의 결혼과 혈연관계에 의해 결정되

었다. 마을의 지도층은 대개 은행가였으며 이들은 재정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누리는 동시에

교회까지 장악하였다(Schur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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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흑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처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개인

의 자유를 희생할 것을 요구해 왔다.143) 루비의 젊은이들이 지적하고 있

듯이, 루비는 폐쇄적인 독재 체제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을지 몰라

도 정치적으로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곳이다. 루비의 젊은이들이 블랙

팬더당의 상징인 주먹을 오븐에 그려 넣은 것(101)은 민권운동 시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전투적 저항운동의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유하여, 구세

대의 억압적 지배체제에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콤 엑

스144)와 블랙 팬더처럼 전투적인 저항 노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분파는

흑인성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백인과 타협하기보다는 흑인의 나라를

투쟁을 통해서라도 쟁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루비의 젊은이들은 블랙

팬더의 주먹 상징을 통해 백인에 대한 폭력적 투쟁의지를 선포하려 한다

기보다, 구세대에게 바깥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결의를 표명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은 오븐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통해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며, 혈통을 고집하며 좁은 친족 집단에

갇혀 있기보다 전세계의 흑인과 연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모리슨은 오븐을 둘러싼 루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민권운동

시기 미국 전체의 혼란상으로 연결하여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 처한 현실

을 점검하고 있으며, 흑인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달스가는 오븐 글귀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열린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치를 통해 모리슨이 지배

서사로서 미국적 예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오븐의

143) 실제로 아프리카에 설립된 신흥 민족국가의 지도자들은 혈통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대중을

통제하려 했다. 1969년 잠비아의 급진적 민족주의자 카운다(Kenneth Kaunda)는 경제를 효율적

으로 운영한다는 명분 하에 경제를 통제하고자 했다. 그는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선봉이었으나

독립국가의 수반이 되더니 민족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임금 동결과 파업금지를 선언해

버렸다. 기니의 급진적 민족주의자 투레(Sekou Toure) 또한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파업은 정당

하지만 아프리카인의 정부에 대한 파업은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노조 지도자

들을 투옥하였다. 제3세계 민족국가에서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노동자들의 욕구를 민족의 이름

으로 간단히 부정하며, 민중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동일성 속에

규격화하는 국가주의가 두드러진다(임지현『이념의 속살』191-192, 126).

144) 말콤 엑스는 가내노예와 농장노예를 비교하여 백인과의 타협을 거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농장노예를 감시하며 백인에게 기생하는 가내노예에

반해, 농장노예는 주인을 증오하고 독립을 추구한다. 그는 백인과 같이 앉는 식당이 아니라 흑

인의 나라를 원하며, 흑인의 나라는 피로 쟁취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정상환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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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나간 글자는 마치 호손의 주홍색 문자처럼 끊임없이 새롭고 생산

적인 의미를 파생”하고 있는 것이다(Dalsgard 240). 그러나 앞서의 논의

들은 오븐의 의미를 역사와 권력, 정치에 대한 남성들의 담론으로 한정

지어 루비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배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오븐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남성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오븐을 바라보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오븐의 의미 해석

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루비의 여성들에게 오븐은 아프리카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상기시키는

원형으로서, 이산 이후에도 흑인들이 생존을 위해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

해 온 과정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 본향의 전통이다. 아프리카에

살던 원주민들과 흑인노예들은 초기 헤이븐의 상부상조문화와 유사한 공

산주의적 집단생활을 영위하였다. 흑인 전통 문화 속에서 화덕은 집단의

문화가 구전으로 전승되던 교육과 집단 결속의 장이었다(벤자민 콸스

24). 화덕 주변에서 공동취사와 공동육아를 통해 흑인의 집단 정체성이

전수되었다는 점에서 화덕은 여성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소앤과 도비는 남성들의 오븐 논쟁에 대해 비판하며 오븐은 권력 쟁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했던 삶의 자연스런 일부였다고 회

상한다. 소앤이 침례의식 후 손을 잡고 오븐까지 걸어갔던 경험(103)을

그리워하듯이 오븐은 생로병사와 같은 개인사의 중요한 사건을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누던 자리였다.

소앤이 침례의식과 연관된 오븐의 기억 속에서 영적인 행복의 원형을

발견하는 장면은 인간 심리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대의 대지모

여신 숭배신앙을 상기시킨다. 오븐은 순혈혈통을 자부하는 흑인 민족주

의의 상징이자 흑인의 이산체험 속에도 살아남은 아프리카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해 세계 여러 곳에서 전파된 대

지모 숭배의 원형을 나타낸다. 오븐은 흑인만의 상징이 아니라 전인류의

기원이자 서양 기독교 문명의 대안으로서, 여성적 영성을 구현하는 장치

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러에 따르면 “오븐은 본래 화덕을 지키

던 고대 여성에서 기원한 여성적 공간으로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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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신의 공간”이었다.145) 남성이 오븐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박탈당한

오븐의 영적인 기능은 수녀원의 여성들을 통해 다시 부활하게 된다. 크

럼홀츠(Linda Krumholz)는 “루비의 침례의식에서 드러났던 오븐의 성스

러운 기능이 소설의 결말에서 수녀원의 오븐을 통해 재현된다”고 보고

있다(Krumholz 27). 여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비를 맞으면서 영적인

침례의식을 체험(283)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븐을 통해 구현되는 여성적 영성은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형상화 되고 있다. 모리슨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전유물로 간주

하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고, 다양한 해석과 차이를 포용하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재현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미즈너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을 통해 십자가는 위대한 여신종교의 원형으로 재발견된

다. 십자가 기호는 “인류 최초의 기호로서 툰드라와 사바나에서부터 남

아프리카에 이르는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십자가의 형

상은 “인간의 얼굴 생김새와 똑바로 서서 포용하려는 자세로 서 있는 사

람을 의미하는 기호”(146)로 해석된다. 십자가 역시 오븐처럼 본래는 모

든 생명을 품어주고 길러주는 어머니 여신을 상징했다는 것이다.146)

그러나 루비의 여성들은 대지모 여신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자유롭게 발

휘하지 못한 채, 억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영위

하고 있었다. 루비의 남성들은 흑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물질

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흑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

다. 그러나 루비 남성들이 이상화한 가정은 백인들의 가정성과 영역분리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근대적 핵가족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결합시켜 여성을 분

할지배하려 했던 백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순혈과 혼혈을

구별하고, 이원론적 위계에 따라 혼혈 흑인을 타자로 만들어 억압해 왔

145) 구석기 시대 여성들은 집안과 화로의 여주인으로서 불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리안 아

이슬러 405).

146) 고대에 십자가는 식물과 동물,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생명의 나

무로서 십자가 상징은 신석기 시대와 수메르 문명을 거쳐 근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

다.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십자가는 생명과 생활, 건강 행복을 나타내는 여신과 동일시되었다(마

르치아 엘리아데『세계 종교 사상사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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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계승할 수 있는 여성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

다고 여기고, 그렇지 못한 여성을 본보기 삼아 차별했다. 루비의 여성들

은 가부장의 소유물로서 혈통을 잇는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자신의 삶을

주도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희생적인 모성을 강요받는다. 남성 가부장에

게는 낙원처럼 보이는 루비가 여성에게는 전체주의적인 디스토피아로 여

겨진다는 것이 루비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공동체의 이름인 루비는 모건 형제가 백인의 불허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누이를 기념하려는 의도로 선정된 것이다(17). 순종적이

고 희생적인 여성이었던 루비 모건이 억울하게 죽자, 모건 형제는 여동

생 루비를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모습을 이상화한다. 루비처럼 순결하고

가정적인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는 강력한 가부장이 다스리

는 가정, 나아가 강력한 지배자가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

의 원천이 된다. 리드는 서구 문화에서 남성성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주

목하며, “남성적 권위와 사회적 정체성, 문화적 전통이 아버지에게서 아

들로 전달”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한다(Read 528). 흑인 남성은 노예제로

인해 가부장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가장

으로서 권위를 누릴 수 없었다147). 남성적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흑인

남성은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어려웠다. 모건 형제는

노예제로 인해 손상된 흑인 남성의 주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독립된 가부

장이 지배하는 루비의 가정을 이상화한다. 루비의 여성들은 대다수 흑인

여성들이 노예로서,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녀 구별 없이 거친 노

동에 종사해야 했던 것과 달리, 가부장의 보호아래 집안을 보살피는 일

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흑인 여성이 외부 세계에서 노동할 필요성이 없

다는 것은 흑인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백인 남성과 대면할 필요가 없어

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락하고 부유한

가정을 이루려는 루비 남성들의 이상은 서구적인 남성성을 내면화한 것

147) 노예 순찰대가 흑인 여성에게 폭력을 저질러도 여성의 남편인 흑인 남성은 대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또한 흑인 남성들은 백인 남성처럼 여성을 대신에 힘든 노동을 통해 가계를

부양할 수도 없었다.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과 대등하게 노동했으며, 흑인 남성에게 경제적으

로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했다(이창신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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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역설이 존재한다.148) 흑인 남성들이 흑인의 독립과 성공의 지표

로 삼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부유한 백인 가부장의 가정과 유사하

다. 루비 남성들 또한 백인 가부장처럼 사적 영역의 가정적인 여성을 진

정한 여성으로 숭배하려는 가정 이데올로기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모리

슨은 모건 형제가 소중한 기억으로 여기는 19명의 흑인 숙녀 판타지를

통해, 흑인 가부장이 추구해 왔던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번성한 흑인 마을 중 한 곳에서 디컨과 스튜어드는 19명의 여인들이 마을 회관 계단

위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여인들은 그들이 한 번도 본적이 없었던 가

볍고 섬세한 옷감으로 된 여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여인들의 허리는 목둘레와 큰 차

이가 없었다. 웃고 장난치면서 여인들은 검은 천 밑에서 고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사

진사를 향해 자세를 취했다. 잠시 후 여인들은 제각기 짝을 지어 사라졌고, 웃음으로 인

해 흔들리는 가는 허리를 굽히며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한 여자가 다른 여인의 브로치

장식을 다듬어 주었다. 어떤 여자는 자신의 지갑을 다른 여인과 바꿔보기도 했다. 여인

들은 가죽으로 된 뾰족한 신발을 딛고 도는 날씬한 발걸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피부는

오후의 햇살 아래 크림처럼 빛이 났다. 쌍둥이 형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 마

디 말도 없이 울타리 뒤로 넘어졌다. 두 형제가 바지와 셔츠를 버리면서 땅바닥에서 뒤

엉켜 싸우자, 여인들은 뒤로 돌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In one of the prosperous ones he and Steward watched nineteen Negro ladies

arrange themselves on the steps of the town hall. They wore summer dresses of

material the lightness, the delicacy of which neither of them had ever seen. (중략)

Their waists were not much bigger than their necks. Laughing and teasing, they

preened for a photographer lifting his head from beneath a black cloth on1y to hide

under it again. Following a successful pose, the ladies broke apart in small groups,

bending their tiny waists with rippling laughter, walking arm in arm. One adjusted

another’s brooch; one exchanged her pocketbook with another. Slender feet turned

and tipped in thin leather shoes. Their skin, creamy and luminous in the afternoon

sun, took away his breath. The twins did not even look at each other. Without a

word they agreed to fall off the railing. While they wrest1ed on the ground, ruining

148) 리드는 미국의 이상적 남성상을 자율성과 권력을 갖춘 주체가 되어, 자아와 가족 나아가 환

경을 통제하는 지배자 모델로 정의한다. 미국의 백인 남성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답지를

개척해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흑인은 자유의지를 인정받지 못해 비남성

화되었으며 이는 흑인 남성의 남성성을 훼손한 커다란 트라우마가 되었다(Read 52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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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ants and shirts, the Negro ladies turned around to see. (109-110)

열아홉 명의 흑인 숙녀들은“목둘레와 차이가 없는 허리”를 지니고 “가

볍고 섬세한 재질로 된 밝은 색깔 옷"149)을 입고 모자와 지갑, 브로치로

치장한 모습으로 사진사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109). 이들의 모습

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가꿀 겨를이 없

었던 대다수 흑인 여성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룸으로서 모건 형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숙녀들은 힘겨운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가꿀 수 있는 여유를 과시하듯이“장난치고 팔짱을 끼며 음악같이 나지막

한 목소리로”사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은 다정하고 상냥해 보이

는 외양대로 모건 형제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19명의 흑인 숙녀들은 사적 영역의 가정성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존재

로 묘사되고 있다. 가부장에게 이상적인 여성은 강한 남성의 소유물로서

위협에서 보호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대신, 도덕성과 아름다움, 수

동성과 같은 여성적 덕목을 드러내 가부장 남성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

해 주어야 한다. 모건 형제는 이러한 여성적인 덕목을 갖춘 흑인 숙녀들

에게 능력있는 흑인 가부장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흑인

숙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을 소유한 남성의 능력을 입증하는 상

징150)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건 형제의 흑인 숙녀 판타지에는 이질적이고 양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상화하는 흑인 숙녀들은 순혈 흑인이 아니라

“햇볕 아래 매끄럽게 빛나고 복숭아색이 감도는 크림색의 피부”(110)를

지닌 혼혈 흑인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모건 형제는 혼혈 여성의 아름다

149) 젠킨스는 숙녀들의 여름 드레스에 사용된 원단이 공황기 때 매우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숙녀들의 하이힐은 사치품이자 비실용적인 물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19명의 숙

녀들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갖춘 여성이라는 점이 암시된다고 보고 있다. 19명의 숙녀는 여가

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여력 있는 부유한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Jenkins 283).

150) 우에노 치즈코는 미국의 트로피 와이프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현상을 보고 자신이 남편에게

어울리는 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한다. 트로피 와이프의 외모는 남편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트로피 와이프를 둔 남성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상당

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아내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우에노 치즈코『여성혐오를 혐

오한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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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부유함에 압도되면서도 그들의 피부색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들은 페어리의 불허 체험을 상기시키는 혼혈 흑인들을 증오하면서도 닮

고 싶어 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혼혈 흑인의 밝은 피부는

성폭력에 시달려 왔던 흑인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일깨워 주기에 순혈 흑

인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다른 한편으로 혼혈 흑인은 밝은 피부로 인해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

에151) 순혈 흑인들이 선망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원래는 중립적인 피부의 색깔에 긍정적 또는 부정

적인 의미를 부여해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흑인 민족 내부에서 인종주의와 계급차별이 혼합된 형태로 순혈

흑인과 혼혈 흑인이 반목하는 상황은 흑인들 역시 인종주의를 내면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이븐 건국 선조들이 페어리에서 체험한 것처럼

혼혈 흑인의 순혈 흑인에 대한 불허는 흑인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

어 왔다. 남북전쟁 이전부터 남부는 백인과 혼혈흑인, 순혈흑인으로 신분

을 나눠 차별하였고, 남북전쟁 이전에 개인적으로 해방된 자유민 혼혈흑

인들은 혼혈 흑인만 수용하는 대학과 교회를 설립해 순혈 흑인을 배척해

왔다(벤자민 콸스 74). 제커라이어가 신문에서 본 페어리의 광고 문구

(Come prepared or not at all)는 “19세기 말 흑인 사회 내부에서 경제적

인 기준에 의해 계급의 분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Gray 64). 루비의 현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민권운동 시기에도 흑인 내

부의 계급적 분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152)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피부색은 흑인의 계급적인 지위를 구별하는 표지로 여겨지고

151) 남부 노예의 25%는 들판에서 일하지 않고 백인 노예주의 가사일을 돌보는 가내 노예로 일

했다. 가내 노예 여성들은 주인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해 혼혈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주인과 혈연관계인 흑인들은 농장노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자식에게 가내 노예직을

전수하였다. 가내 노예 중 일부는 주인에게 자유를 허락받아 개인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

유민 흑인 중에는 혼혈인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자유와 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월감을 지니고 순혈 흑인을 무시하기도 했다(벤자민 콸스 118).

152) 하워드 그리핀(John Howard Griffin)이 1961년에 출판한 Black Like Me는 당대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리핀은 1950년대 후반에 흑인으로 분장한 채 6주 동안 남부를 순회하며 인종

차별에 대해 관찰했는데 그는 같은 흑인끼리 피부색 차이로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현상

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정상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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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흑인 엘리트와 중산층의 상당수는 혼혈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

져 있다.153)

모건 형제의 회상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심리적인 자극을 주는

이미지는 사치품인 여름 드레스를 입고 있는 크림처럼 빛나는 숙녀들의

피부이다. 숙녀들의 밝은 피부는 부유한 가부장이 될 수 있도록 혼혈 흑

인들이 누려왔던 경제적 특권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다. 모건 형제의 이

상적 판타지의 근원에는 부에 대한 선망과, 흑인 민족 내부의 인종주의

로 인한 트라우마가 동시에 존재한다. 어린 모건 형제의 눈에 비친 혼혈

흑인마을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아름답고 상냥한 숙녀의 이미지와 결합되

어, 원초적인 박탈감과 선망이 뒤섞인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회

상 장면에서 어린 모건 형제들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싸움을 일

으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109). 숙녀들과 같은 이상적 여성을 소유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함께, 강력한 가부장이 되어야겠다는 욕망은 모

건 형제를 자극해 싸움으로 공격적인 에너지를 표출하게 만든다. 모건형

제는 19명의 숙녀 이미지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불허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불허의 충격은 두 형제가 연장자

들에게 전수받은 세습적 희생자 의식을 강화하여 배타적인 순혈 민족주

의를 고수하게 만든다.154)

디컨은 숙녀들의 이미지를 “파스텔 빛의 영원한 추억”(110)으로 간직

하여 결국에는 “우아한 흑인 여성들이 쓸모 있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백색과 노란색의 고요한 집”이 들어선 루비 공동체를 건립하는데 성공

한다(111). 하지만 고티어는 제3의 화자가 개입하여 “디컨의 기억과 사진

작가의 기억은 같지 않음”을 강조하는 부분에 주목한다(Gauthier 402).

153) 현대 미국사회에서 밝은 피부의 흑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많으며 검은 피부

흑인들은 중산층이 아닐 확률이 높다. 민권운동을 계기로 전례없는 숫자의 흑인들이 중산층에

편입되었지만, 민권운동의 퇴조와 함께 흑인 중산층이 백인 주류 사회에 동화되자 흑인 중산층

은 흑인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인종적 정체성을 흐린다는 명목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Jenkins 272-273).

154) 고티어는 “모건 형제가 흑인 숙녀들을 만나는 대목이 루비 건국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

면”이라고 해석한다. 흑인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의지가 흑인 숙녀들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당시에 어떤 백인 도시도 특히 흑인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건 형제는 흑인숙

녀들이 안전하게 머무르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되었다(Gauthier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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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컨의 기억에는 ‘편집되어 곧 망각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각했으나 의식적으로는 잠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110). 고티어는 사

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한 여성들이 사진 기사를 의식하여 웃는 모습과

머리를 다듬는 모습에서 성적 에너지가 드러난다고 본다. 사진 작가의

눈에 포착된 여성은 성적인 주체로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는 존

재이다. 하지만 디컨은 “사진 찍는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성적 에너지를

묵살”하고 “정숙과 순수의 렌즈”로 기억을 걸러 미화한다(Gauthier 402).

여성성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혼혈 여성의 위력을 깨달은 디컨은 여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게 된다. 순혈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불

륜과 인종 간 잡혼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디컨은 루비 여성들에게 흑

인 숙녀의 정숙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디컨은 숙녀 타입의 여성만을 보

호하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배제하려는 극단적인 이원적 여성관을 지

니고 있다. 루비 외부에 존재하는 낯선 여성들은 잠재적인 유혹자로서

루비의 순혈 혈통을 더럽힐 수 있기에 디컨은 수녀원 여인들을 적대시한

다. 또한 빌리 델리아처럼 방종한 여성을 걸러 내기 위해 디컨은 루비의

여성들을 감시한다.

루비 남성들이 흑인 여성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남성성을 입증하

려는 모습은 실제로 흑인 민족주의 운동에서 나타난 여성차별 문제155)를

연상시킨다. 상당수의 남성 흑인민족주의 운동가들은 흑인 여성의 주체

성을 부정하고 복종적인 후원자에 머물 것을 강요했다156). 그들은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백인으로 인해 훼손된 흑인

의 남성성이 되살난다고 주장했다. 흑인 남성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

155) 일부 흑인 민족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의 전통 가족제도인 일부다처제와 가부장적인 확대가족

을 미화하며 여성들이 협동하여 남성을 도울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확대가족 내의 세

대갈등이나 부인들 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가족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한정했다(White, Francis E 504-507). 흑인 민족주의자 블라이든

(Edward Wilmot Blyden)은 일부다처제를 아프리카의 고유한 전통으로 옹호하고 여성할례를

합리화했다(이경원 95).

156) 흑인 민족주의 단체인 ‘Nation of Islam’은 흑인 여성의 재생산 기능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종적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여성의 섹슈얼리

티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 Nation of Islam’의 대변인이었던 말콤 엑스는 흑인 남자들

이 흑인 가족과 공동체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Read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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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순종적인 흑인여성을 이상화 남성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주

장이 강하거나 뛰어난 성공을 거둔 흑인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잘

못을 저질렀다157). 그들은 흑인 여성의 주체성 선언을 흑인 남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으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관용하지 않으려 했다.158) 가부장

적 흑인 민족운동가처럼 루비 남성들은 수녀원 여성들이 남성의 통제를

거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들을 혐오하게 된다. 수녀원

여성들은 루비 남성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였으며, 이상적인 숙녀의 이미

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본보기삼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수녀원 습격을 계기로, 내부의 분열로 인해 위기에

처한 루비 공동체를 되살리려 한다. 부와 지위를 독점하려는 모건 형제

때문에 루비에서는 공동체의 유대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불신

하며, 연장자와 젊은이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집단적 위기의

시점에 모건 형제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공

동체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모건 형제는 수녀원

습격을 기획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플릿우드 부자를 포섭하고,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후계자로 지목해 둔 케이디를 습

격에 동참시킨다. 루비 공동체의 갈등 원인은 지배 이념의 한계와 독재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모건 형제는 수녀원 여성들을 루비 공동체

의 안정과 조화를 위협하는 원흉으로 삼는다. 그들은 수녀원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루비 내부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지배 이념에 불복종

하는 내부의 불만 세력을 위협하려 한 것이다.

팻은 루비의 가부장들이 수녀원 여성들에게 “무질서와 기만, 표류”의

157) 흑인민권운동가 루비 도리스 스미스(Ruby Doris Smith-Robinson)는 블랙파워운동에서 지도

적 역할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고.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는 자신이 남자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남자동료들로부터 비판 받았다. 블랙팬더 당원이었던 캐이틀린 클리버

(Kathleen Neal Cleaver)는 남자 동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존중받지 못해 좌절했다(Fleming

204-209)

158) 흑인 남성들이 흑인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려 했으나, 흑인 여성들은 남성 없이 생존을 도

모해야 했던 역사적 정황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흑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녀 구분 없이 양육되고 성별의 구분 없이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였다. 흑인 여

성들은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방식에 익숙했다(이창신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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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부과해 습격을 합리화한다고 해석한다. 수녀원 여인들은 잡혼으로

인한 혼혈 혈통을 지닌 ‘무질서’한 존재이며, 코니와 지지는 불륜을 연상

시키는 ‘기만’의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죄목은 여성들

이 남성의 통제를 벗어나 ‘표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팻이 보기

에 남성들이 수녀원을 습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복종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불복종을 차단하려

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게 투사된 ‘무질서와 기만, 표류’의 죄는 사실상

남성의 죄이다. 남성 사회의 폭력적인 무질서와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성

윤리로 인해 여성들이 표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것은 안에 있

기 마련”이라고 코니가 지적하듯이, 루비의 문제는 외부의 수녀원이 아

니라 루비 가부장의 내면화된 수치와 트라우마에서 온다.

멜라드는 루비의 가부장을 대표하는 아홉 명의 남성들이 수녀원을 습격

하는 장면이 마치 강간 사건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습

격을 정치적인 행위로 정당화하는 이면에는 성과 폭력이 융합된 남성적

판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Mellard “The Jews Of Ruby" 365). 루비

의 가부장들은 수녀원 내의 실내 장식과 사물에 과잉된 성적 향유의 판

타지를 투사하고,159) 수녀원을 신성모독적인 쾌락의 공간으로 규정한다

(7-8). 루비의 남성들은 수녀원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금지된 욕망을 향

유한다는 상상으로 인해 수녀원 여성들을 증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멜라드는 “타자의 향유에 대한 증오는 곧 자신의 과도한 향유에 대한 증

오로서, 자신이 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타자가 향유를 누린다는 생각으

로 욕망을 충족하려는 측면이 루비 남성들에게서 발견”된다고 본다

(Mellard “The Jews Of Ruby” 361).160) 루비의 남성들은 흑인 여성들을

159) 루비의 가부장들은 1968년도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킹 목사와 블랙팬더 당원의 사망일이라

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세네카(Seneca) 엄마가 남긴 편지를 글씨가 번져 악마적인 내용을 해

독할 수 없는 혈서로 해석한다. 점성술에 쓰이는 차트와 인디언 여인이 팰러스(Pallas

Truelove)에게 준 중절모, 팰러스의 아기를 위한 신발들을 보고 그들은 신성모독과 유아고문을

떠올린다. 횡령자가 만든 실내장식이 남아 있는 침실 목욕탕은 루비 남성들에 의해 추잡하고

음란한 놀이터로 규정되고, 지하실에 여성들이 남긴 치유의식의 흔적은 타락과 폭력과 변태의

실상으로 왜곡된다.

160) 백인들은 인종주의로 흑인을 타자화하면서 흑인의 성적 향유에 대한 과잉된 판타지를 만들

었다. 하워드 그리핀은 Black Like Me에서 흑인 분장을 한 자신에게 백인들이 성적인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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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남성들이 사라진 세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백인 세계의 무질서와 기만이 흑인들을 서부로 표류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비의 가부장들은 증오했던 백인을 닮아간다. 수녀원을 습격

한 남성들은 폭력적인 강간자라는 점에서 백인 남성들과 다를 바 없으

며, 그들이 가장 부정하고자 했던 대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역설을 보여

주고 있다.

폭력과 성적인 향유가 결합되어 있는 남성적 판타지는 케이디(K. D.

Morgan)의 관점을 통해 선명하게 묘사된다. 수녀원을 습격한 남성 중

가장 어린 남자로 등장하는 케이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에로틱한 꿈처

럼 묘사한다. 대리석 위에 누워 케이디를 향해 손가락을 흔드는 백인 소

녀의 피가 그녀의 옷 색깔과 뒤섞이는 광경을 보며 케이디는 가학적인

폭력의 판타지를 즐긴다(4). 작품 속에서 케이디는 과도한 성욕과 폭력

성향을 지닌 탐욕적인 인물161)로서 물질적인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가

부장의 전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디컨의 아들들이 사망한 후 케이디가

모건 가의 유일한 후손이 되자 모건 형제는 케이디에게 기대를 품고 물

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려 한다. 케이디는 이같은 기대에 부응해 루비의

권력을 계승하려는 야망을 품고 모건 형제의 학살 계획에 가담하게 된

다. 또한 케이디는 수녀원에 거주하는 여성인 지지(Gigi Gibson)에게 거

부당한 기억을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다. 남성적인 자존심

을 훼손한 지지에게 굴욕적으로 매달렸다는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그는

수녀원 습격에 동참하게 된다.

수녀원 여성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던 플릿우드 부자 또한 케이

디처럼 훼손된 남성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수녀원을 습격

한다. 제프(Jeff Fleetwood)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플릿우드 가문은 대를 잇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아놀드(Arnold

Fleetwood)의 딸이자 제프의 여동생인 아넷이 혼전에 아기를 임신하게

유도하려는 상황을 여러 번 체험한다. 백인들은 흑인이 우월한 성적능력과 과잉된 성욕을 가지

고 있다는 편견을 증명하려 했다(정상환 214-215).

161) 케이디는 아넷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도 빌리 델리아에게 수작을 걸었을 뿐 아니라, 아넷이

루비를 잠시 떠나 있었을 때 조차 여러 여성들에게 추근거린 남자이다. 그는 아넷이 자신 앞에

서 지지를 비난하자 폭력을 휘둘러 아넷을 제압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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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플릿우드 가부장들은 가문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통제하지

못해 플릿우드 가의 위신이 추락했다고 보고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플릿우드 부자는 가부장으로서의 입지가 위축되자 폭력에 의존해 자신들

의 남성성을 확인하고자 한다.162)

수녀원 습격을 주도한 모건 형제는 습격을 성공시켜서 지배 권력을 강

화하고 내분을 해결하려 했다. 토지와 금융자본을 장악한 독점재벌로서,

막강한 금권력으로 루비 공동체를 장악해 왔던 모건 형제는 금권정치를

통해 미국을 장악한 유명 재벌들과 닮은 점이 많다. Morgan이라는 성은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 재벌가문인 Morgan 가문을 연상시킨다.163) 특히

디컨 모건은 J. P. 모건의 창업주인 존 피어폰트 모건(John Pierpont

Morgan)과 닮은 점이 있다.164) 디컨의 가문이 헤이븐과 루비를 지배해

온 실세였듯이 모건 가문은 160년 동안 미국 금융계를 지배해온 실물 경

제의 실세이자 막후에서 대통령과 국제 경제기구를 통제했던 금권 정치

의 상징이다. 모건 형제와 아버지 렉터가 토지 임대와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J. P. 모건 가문도 부동산 투자와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했다.

162) 하퍼(Harper Jury)와 메누스Menus Jury) 부자와 위즈덤 풀(Wisdom Poole) 역시 수녀원 습

격에 가담함으로서 손상된 남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순혈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사회적 낙인

을 만회하려 든다. 하퍼의 첫 번째 아내였던 마사 스톤(Martha Stone)이 저지른 불륜으로 인

해, 하퍼는 자신의 아내를 관리하지 못한 남성이 되어 가부장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들인 메누스마저 혈통의 법칙을 어겨 루비 사람들에게 불허되자 하퍼는 루비의 가부장들에

게 인정받기 위해 아들과 함께 수녀원을 습격하기로 결심한다. 풀 가문의 아폴로(Apollo Poole)

와 브루드(Brood Poole) 형제가 빌리 델리아를 사이에 두고 연적 관계가 되어 서로에게 총을

쏜 사건이 일어나자, 위즈덤 풀은 가부장으로서 아들을 대신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수녀

원에 침입하게 되었다.

163) 루이지애나의 모건가와 헤이븐 사람들 중 아무도 모건이라는 백인의 노예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팻은 커피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성, 혹은 지명을 따서 마음대로 개명했을 것이

라고 추측한다. 존 피어폰트 모건의 생몰연대는 1837년부터 1913년에 이르며 제커라이어 모건

과 같은 시대를 공유하는 인물이다. 아마도 존 피어폰트 모건의 명성은 커피와 같은 흑인들에

게도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제커라이어는 페어리의 불허 체험으로 인해 강한 지배자가 되

고자 했고, 물질적 번영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건과 같은 인물을 모델로 삼

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164) 디컨의 권위적인 성격과 부인과의 관계는 존 피어폰트 모건의 개인사와 유사하다. 존 피어폰

트 모건은 매우 카리스마가 강한 인물로, 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일 없이 세세한 부문까지 일

일이 챙기는 스타일이었다. 존 피어폰트 모건의 바람기 때문에 그의 부인은 우울증을 앓았다

(론 처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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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형제는 고의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설정해 돈을 빌려줌으로써 막대

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루비에는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 격차

가 생겨난다.165) 이들은 헤이븐 초창기에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온정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이웃간의 유대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오랜 동료인 로저와 아놀드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임대료 수입에만 신경 쓰는 모습과 집을 감당할 능력

이 없는 메누스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해 버리는 행동, 스위티(Sweetie

Fleetwood)가 추운 날씨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도 은행 문

을 제시간에 열기 위해 무시해 버리는 장면에서 디컨(Deacon Morgan)

의 냉정한 모습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또한 지척에 은행을 두고서 걸어

가지 않고 검정 세단을 타고 출근하는 디컨의 모습에는 물질의 소유와

과시에 집착하는 허영심이 드러난다. 디컨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

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자신

의 능력이 더욱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디컨은 백인의

세계를 거부하고자 루비 공동체를 세웠지만 백인의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스튜어드 모건 역시 물질과 권력에 대해 집착하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

한 것에 대해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것

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디컨과 코니(Connie)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자 격노한다. 코니가 혼혈아를 낳는다면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부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비는 스튜어드가 부와 권력을 얻은 대신 순수하고 소박한

심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젊은 시절 그는 전쟁터에서 자

유롭고 평등했던 고향 헤이븐을 그리워했었다. 하지만 스튜어드는 정신

적인 이상을 버리고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하는데 전념하게 된다. 그는

루비의 지배자라는 우월감으로 인해 과잉된 자의식을 지니고 있으며,166)

165) 오클라호마 주에 설립된 흑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이는 대부분 은행가였다. 그들은 재정과

도덕적 권위, 교회까지 장악하여 권력자로 행세했다. 모건 형제가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

는 것은 오클라호마 주에 실제로 존재했던 흑인 마을 자본가들의 행적과 일치한다(Schur 282).

166) 스튜어드는 “강철 같은 회색빛 머리칼과 순진무구한 눈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는“증오로 부릅뜬 무지한 눈”을 치켜뜨며 코니를 위협한다(376). 모리슨



- 159 -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스튜어드는 여인들을

살해한 뒤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모건 형제가 다스리는 루비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로서 외

부의 백인 세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미국의 지배계층이 청교주의

적 예외주의와 인종주의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모건 형제도 선민

사상에 의존해 타자를 억압함으로써 지배 권력을 강화한다. 그들은 지배

이념인 순혈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백인 남성의 가정성과 영역 분리 이

데올로기를 루비 여성들에게 강요한다. 루비 가부장의 순혈 민족주의는

분리주의를 지지하고 혼혈 흑인을 차별한 흑인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연

상시킨다. 모건 형제도 크러멜과 가비(Marcus Garvey), 말콤 엑스와 같

은 흑인 민족주의자들처럼 분리주의를 지지했다.167) 모건 형제는 흑인

민족주의 지도자 중에서 특히 알렉산더 크러멜과 공통점이 많다. 순혈

흑인이었던 크러멜은 흑인의 인종적 자긍심을 중시하여 혼혈 흑인을 차

별하고자 했다. 크러멜은 아프리카 귀환운동을 주도하면서도 앵글로 색

슨 문명을 숭배한 모순적인 인물이었다.168) 그는 소수의 엘리트 흑인들

이 다수의 흑인 대중을 계몽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엘리트의식을 지닌 지

도자였다. 이처럼 크러멜과 모건 형제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가로

서 대중을 통제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소설 속에서 모건 형제는 커다랗고 순진한(innocent) 눈을 가진 인물로

여러 차례 묘사된다. 이같은 묘사를 통해 모건 형제는 가시적인 물질 세

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스튜어드의 심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스튜어드를 묘사할 때 동

원되는 innocent라는 형용사는 순수함과 무지를 나타내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튜

어드는 단순한 사고와 무지로 인해 타인을 증오한다는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는 타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없기에 자신의 행동이 항상 정당하고 결백하다고 확신한다.

167) 알렉산더 크러멜은 아프리카 문명화 사업을 전개하며 아프리카 귀환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

쳤다. 그는 신생독립국이던 라이베리아로 귀화했다(이경원 75) 마커스 가비는 세계흑인 향상협

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흑인이 통치하는 흑인왕국을 만들려 했다. 그는 인종과 과거역사에 대

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조상들이 있는 고국 아프리카로 귀환할 것을 촉구했다(벤자민 콸스

197). 말콤 엑스는 흑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흑인의 인종적 우월성 주장하며 백인과의 분

리를 추구했다. 그는 흑백통합에 비판적이었으며 백인의 부패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했

다. 그는 백인과 같이 앉는 식당이 아니라 흑인의 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정상환 214).

168) 크러멜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대영제국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는 기독교가 대영제국이 성

공한 원천이라고 생각했고 라이베리아의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해 서구 문명을 따라잡으려

했다(이경원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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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하는 현실적인 안목을 지녔으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세계

와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건 형제의

능력은 루비 사람들에게 “예언자적 지혜와 총체적 기억력을 통해 돈을

축적하는 요술 같은 비결(107)”로 비추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막대

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동향을 남보다 빨리 파악하고,

강한 의지력으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철저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모건 형제는 유능하고 수완 좋은 사업가 유형으로,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제왕과도 같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디컨은 자

신과 대조적인 존재인 코니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변화

하게 된다. 수녀원에서 코니와 재회한 디컨은 “자신에게서 오래 전에 메

말라 사라졌던 것을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다시” 발견한다(289). 디컨은

코니가 신성한 존재를 맞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에게는 코니의 초

월적인 안목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디컨은 코니의 이마에

있는 제 3의 눈 또는 빛나는 초록색 동공 속에 사물의 이면과 인간의 심

연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디컨이 물질과 역사, 권력을 통제하는 현실세계의 제왕이라면, 코니는 보

이지 않는 내면을 읽고 영성을 수호하는 여성사제로, 정신세계의 여왕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모리슨이 제사로 사용한 시 “Thunder Perfect Mind”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여성이 등장해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 속의 신성한 여

성은 수녀원 여성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코니와 비슷하다. 제사에

인용된 내용은 소설 속에서 수녀원 여성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요약한 줄

거리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죄악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벗어나 쉼

터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고, 영적 각성을 통해 부활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코니는 여성 사제로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초월적인 메신저라고 볼 수 있다. 영지주의 문헌에

서 등장하는 초월적인 메신저는 본래의 신성한 세계를 떠나 지상에 육화

하게 됨으로서 갖은 굴욕을 겪게 되지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식

을 소수의 선택된 영혼에게 계시하는데 성공한다. 디컨은 코니가 신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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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소통하는 장면을 보고 현상 이면에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질 세계에 탐닉해 신성한 본성을 잊고 살아왔던 디컨은 코니의 죽음

을 목격한 이후로 예전에는 완벽하다고 느꼈던 자신에게 커다란 결핍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을 얻은

결과로, 디컨은 수면욕과 식욕을 잃고 말을 아끼게 된다. 주도적이고 지

배적인 자아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자 자신이 “잘난 체하며 곤궁에 빠진

약자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치고 파괴하는 인간. 선조들이

저주해 마지않았던 백인 침략자들 같은 인간이 되어 버렸다”(302)는 아

이러니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디컨은 코니의 포용적이고 비경

쟁적인 삶의 방식을 이분법적인 위계로 평가 절하하고, 그녀를 타자화했

던 잘못을 뒤늦게 반성한다. 자신의 잘못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

서 디컨은 조상 제커라이어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9월의 어

느 날, 디컨은 제커라이어에게 나타났던 키 작은 안내인처럼 검은 양복

과 하얀 셔츠를 입고, 마치 제커라이어의 행동을 재현하듯이 맨발로 마

을을 걷는다(300). 디컨은 조상의 업적을 신성시하여 기득권을 누리려

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듯이, 마을의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시점으로 회귀한다. 그는 제커라이어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위

로하려는 듯이 맨발로 유랑했던 선조의 행동을 재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디컨과 제커라이어는 자기 기만과 비밀을 은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은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제커라이어는 수치심을 타자에

게 투사했지만, 디컨은 수녀원 습격 이후 자신의 수치심을 직면하는 것

을 선택한다. 멜라드는 “모건 형제가 각자의 견해 차이로 서로 동일시하

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력하고 이상적인 자아 판타지가 붕괴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Mellard “Zizeckian Reading" 483). “서로의 얼굴을

보아도 더 이상 자신의 얼굴 같지 않은” 단절감은 디컨에게 치명적인 트

라우마가 된다. 나약한 자신의 실체와 대면한 디컨은 제커라이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커라이어 역시 결함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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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제커라이어와 달리 디컨은 자신의 수치심을 인정하고 그것

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전에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 심지어

부인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디컨은 미즈너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그리고 동생을 버린 제커라이어와

달리 스튜어드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며, 동생과 분리된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 한다. 또한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는 대신 새로운 미

래를 위해 변화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같은 디컨의 참회와 자기 성찰은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봄으로서 역사

적 진실을 복원하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 청산을 시도한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진실을 밝혀 사회적인 기억을 복원할 때 과

거는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루비 사람들은 사법적인 심

판169)을 모면하기 위해 수녀원 습격의 전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 들며, 그 와중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수녀원 여성들의 진실은

잊혀지고 만다. 그러나 디컨은 진정한 참회와 고백을 통해 과거의 자신

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170) 디컨의 이같은 변화

는 루비가 새롭게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리슨은 흑인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흑인 역사에 대한 백인적 향수나 망각이 아니라 과거

에 대한 흑인들의 재평가와 재검토에서 출발”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Morrison "Rediscovering Black History" 14). 역사를 온전하게 기억하

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디

컨의 참회는 루비 사람들의 과오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

한 첫걸음이 된다.

루비 사람들은 수녀원 습격 사건 이후에 공동체의 위기가 가시화되었음

169) 하지만 사법적인 심판은 결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법적 심판

은“소수의 전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진정한 과거의 청산은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이 도덕적 죄의식과 수치심을 자각"함으

로써 이루어진다(임지현 『적대적 공범자들』 44).

170) 디컨은 참회를 통해 수치심을 진정으로 극복하기를 원했다. 디컨의 참회는 백인에게 구타당

하던 흑인 여성에 대해 평생 동안 속죄한 엘더 모건(Elder Morgan)을 연상시킨다. 엘더 모건

은 죽을 때까지 피해자 여성을 위해 기도했고, 피묻고 찢어진 군복을 입은 채로 땅에 묻혔다.

모리슨은 두 사람을 통해 진정한 속죄는 사법적 심판만으로 불충분하며 마음 속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속죄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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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감한다. 루비는 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에 더 이상 이상

적인 낙원이 아니다. 루비 사람들의 예외주의적 선민의식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무너져 내린 오븐처럼 붕괴되었기 때문에, 루비는 더 이상 단

일한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이질적인 집단이 된다.

이제 루비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부인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집단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려는 집단 간의 충돌이 본격

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비는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는데, 모리슨은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고자 한다. 미즈너는 수

녀원에서 열린 창문을 보게 되는데(305), 열린 창문의 이미지는 세이브

마리의 장례식에서 다시 한 번 미즈너에게 나타난다(307). 미즈너는 열

린 창문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 신이 루비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위도우슨은 “빌리 델리아가 루비를 떠나 주류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빌리와 같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Widdowson 333). 빌리 델리아는 억압과 시련으로

점철된 개인사를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인물이다. 빌리 델

리아는 수녀원 여성들이 바깥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308). 빌리 델리아가 무

장한 여성들의 귀환을 상상하는 장면은 에필로그에 제시된 수녀원 여성

들의 부활 장면과 그대로 연결된다.171) 수녀원 여성들이 지인들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 장면은 빌리 델리아가 여성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염

원과 연결되어,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마술적인 효과를 만들어 낸다.

모리슨은 수녀원 여성들의 소원 성취 서사를 통해, 인종과 젠더 이데올

로기에 의해 이중의 억압을 받으며 고난을 겪어 온 흑인 여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다.

171) 빌리 델리아는 수녀원 여성들이 군복으로 무장하고 억압적 체제에 맞서는 상상을 떠올린다. 

이를 반영하듯이 에필로그 장면에서 지지와 팰러스, 메이비스(Mavis Albright)는 칼을 차거나 

군인처럼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은 차림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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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모리슨은『파라다이스』에서 흑인 분리주의

공동체 루비의 흥망성쇠를 통해 미국의 흑인들이 추구했던 유토피아 사

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청교주의의 선민사상과 근대 민족주의가 결합된

이상 국가를 꿈꾸었던 미국 흑인의 유토피아 사상은 인종과 계급, 젠더

문제가 중층적으로 반영된 양가적인 면모를 보인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백인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전도시킨 형태의 순혈주의를 지배 이데

올로기로 삼아,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려 했다.

그들은 순혈주의를 상징하는 오븐과 크리스마스 연극을 통해 지배 이념

을 재생산해 왔다. 그러나 모리슨은 루비의 지배층이 순혈주의를 이용해

지배 권력을 영속화하고, 젊은이들과 여성들, 혼혈 흑인들을 억압해 왔다

는 사실에 주목한다.

모리슨은 예외주의와, 인종주의, 가부장제가 중층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

진 루비의 지배서사를 해체하기 위해 루비의 여성들과 젊은이들, 외부에

서 온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대항서사를 구축하려고 한다. 모리

슨이 제시한 대항서사를 추적하는 작업은 연대를 통해 생존을 모색해온

타자의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남성들이

건설하려 했던 근대적인 유토피아의 이면에서 고통받아 온 흑인 여성들

의 삶을 조명하며,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낙원의 모습을 형

상화하려 한다. 다음 장에서는 루비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낙원관

을 해체하기 위해 작가가 대안으로 제시한 낙원이 지닌 의미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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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개껍질 빛깔의 낙원을 위한 검은 마법의 서사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비의 가부장들은 선민적인 종교관과 인

종주의, 가부장제가 결합된 민족 서사와 순혈 이데올로기를 통해 루비를

지배하고자 했다. 성가족으로 상징되는 순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후손을 재생산하는 여성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깨끗한 혈

통을 지닌 구성원을 선별하기 위해 루비의 가부장들은 여성을 순결한 여

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양분하고, 성모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들을 배척한다. 루비의 여성들은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겉으로

는 순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부장적 질서에 조용히

저항해 왔다. 또한 루비 외곽에는 다양한 계급과 종교, 인종의 여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수녀원이 있다. 수녀원은 율법과 위계적인 질서를 거부

하는 혼종적 공간으로,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순혈 공동체 루비와 대립되

는 곳이다. 2장에서는 루비의 가부장적인 지배서사에 저항하는 루비 여

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수녀원 여성들이 만든 공동체의 대안적인 측면

을 조명하여 모리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여성적인 낙원의 의

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루비 여성들은 남성들이 오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가정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이나 친목활동, 자

선 활동에 전념하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루비의 여성들이 모두 지배 체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억압적인 독재 체제에서도 루비의 여성들은 지배 문화

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 생산에 참여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중들이 지배 체제를 수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체제와 자신을 일체화하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동의에서부터 강제된

수동적 동의, 부분적 혹은 선별적 수용, 수동적 순응, 타협적 순응, 무의

식적 순응, 자발적 합의에 이르는 다층적인” 양상이 존재한다(김용우, 임

지현 201). 다시 말해서 대중의 동의 속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이 잠

재되어 있는 것이다. 루비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지배 문화를 추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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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항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고티어는 국가에서 신성시하는 계보도와 건국 서사가 대중들의 복잡한

개인 서사를 편집하고 조작해 통일된 집단적 기억을 만들어 냈음에 주목

한다(Gauthier 398-399). 팻은 이와 같은 지배 서사에 맞서기 위해 과거

를 기억하는 개인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 있는 진실을 복원하고자 한다.

그녀는 루비 여성들의 개인적 구술사와 가부장이 집필한 집단적 사료인

계보도를 대조함으로서 역사적 진실에 다가간다. 이와 같은 팻의 작업은

모리슨이 미국역사 3부작에서 시도하고 있는 고고학적 글쓰기의 방법론

과 유사하다. 모리슨은 고고학적 글쓰기172)를 위해 자서전과 가족 성경

과 일기, 편지, 혼인 신고서와 같은 개인적 사료를 발굴해, 억압으로 인

해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흑인사를 복원하려 했다.

팻 역시 모리슨처럼 루비 여성들의 개인적 회상에 의존하여 파묻혀 있던

과거를 발굴하고, 여성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의도적으로 침묵하

는 부분에 대해 상상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고자 한다. 루비 여

성들은 국가의 공식적 역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남성들의 서사에서 왜곡된 부분을 규명하여 남성의 영

웅적 서사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서사에 억눌려 왔던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은 루비의 순혈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계보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계보도 속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의 딸과 아내로서만 정의되며, 순혈 혈통

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루비 외부에서 온 여성들

의 경우, 가부장들이 그들의 신원을 모호하게 은폐하려 한 흔적이 발견

된다. 계보도 속에서 어머니 델리아처럼 “이름만 남아 있거나 보편적이

고 흔한 성으로만 남아”있는 여성들173)의 존재를 발견한 팻은 “루비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결혼한 남자에 좌우된다는”사실을 깨닫게 된다(187). 흑

172) 모리슨은 “주어진 약간의 정보와 추측을 토대로 역사의 한 부지로 가서 뒤에 남아 있는 것

이 무엇인지 보고 남아있는 흔적들이 함축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문학적 고고학을

정의한다(이승은 259)

173) 루비의 남성이 납치된 미망인이나 훔쳐온 여자 아기, 유랑 중에 합류한 소녀와 같은 여성들

을 배우자로 맞이한 경우, 근친결혼이나 이종간 잡혼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의 정체를

감추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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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족주의 공동체 루비는 순혈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깨끗한 피를 물

려줄 수 있는 순결한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추구했다. 루비의 가

부장들은 집단의 순혈 혈통을 위협하는 이방 여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외부의 피가 섞인 구성원들을 본보기 삼아 배척해 왔다.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밝은 피부의 여성들이 소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루비 여성

들은 가부장적 순혈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

루비 남성들은 수녀원에 거주하는 코니와 지지가 외부세계에서 온 여

성이라는 이유로, 타락한 마녀로 취급한다. 하지만 루비의 가부장들의 생

각처럼 여성은 이원적인 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도식적인 존재가 아니

다. 작품 속에서 모리슨은 성모와 마녀 같은 여성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가부장에 의해 보호받는 여성과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이 존

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의 축소판인 루비에서 여성

이 성폭력이나 집단 소외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가부장적 권위를 지

닌 남성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수녀원 여성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

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정의 해체나 가부장의 폭력으

로 인해 가정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외부의 여성을 마녀로 적대시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루비는 15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진 작

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배우자 선택 방식은 필연적으로 근친혼을

유발하게 된다. 혈족 내 혼인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계보도를 추적해

보면 루비 사람들은 모두가 친인척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루비 사람들은 빌리 델리아를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라고 배척하지만,

사실 빌리 델리아는 루비 사람들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196-197).174)

결국 루비의 순혈주의는 빌리 델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두 남성이 동

시에 빌리 델리아를 좋아한다는 문제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루비

174) 빌리 델리아의 외증조 할아버지이자 빌리 케이토의 외할아버지 피터(Peter Blackhorse)는 블

랙호스 가문 출신이다. 빌리 케이토의 외할아버지 피터 블랙호스의 형 토마스(Thomas

Blackhorse)는 소앤과 도비의 아버지이다. 소앤과 도비는 빌리 케이토의 외삼촌의 딸이기 때문

에 결국 소앤과 도비는 빌리 델리아의 오촌 친척이 되는 것이다. 또한 빌리 케이토의 외할아버

지인 피터 블랙호스의 여동생 샐리(Sally Blackhorse)는 풀 가문의 남성과 결혼하여 13명의 자

손을 낳았다. 소앤과 도비의 고모이자 빌리 델리아에게 외증조 할아버지의 여동생인 샐리 풀의

아들이 아폴로와 브루드 풀 형제이다.



- 168 -

사람들은 빌리 델리아가 혼혈이며 근친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풀 형제의

삼각관계를 반대하지만, 사실 루비 사람들 모두는 근친혼과 혼혈의 혐의

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175) 플릿우드 가문의 아이들이 모두 기형

아로 태어난 것은 이와 같은 근친혼의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루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혈통의 법칙을 고수하

며, 루비 구성원이 외부의 혈통을 지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에 인종차별이 제도화될 때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가 다른 인종간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었다(임지현․사카이 나오키 318). 국민들의 순수

한 혈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

다. 19세기와 20세기에 미국에서는 국민들을 유전적으로 개선하고 열등

한 형질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우생학을 동원해 인종주의를 정당화하

는 일이 벌어졌다. 인종의 특성과 차이를 연구하던 의학과 과학, 사회과

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하게 되

자,176) 미국 정부는 유색 인종 여성과 범죄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생학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

에서는 엘리트 관료들이 자본가의 후원에 의해 흑인 여성들에게 불임 시

술을 강제로 시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알콜 중독자, 간질병자, 장애인, 성

적으로 문란한 여성, 범죄자, 정신박약자, 극빈자들, 강간 피해 아동을 대

상으로 삼아 왔던 우생학 프로그램은 점차 흑인 인구를 억제하는 수단으

175) 루비의 계보도 속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근친간의 결혼을 암시하는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

들의 신원을 추적한다면 루비 공동체는 복잡한 혈연 관계로 뒤얽힌 확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순혈을 강조하지만 혼혈 혈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루비 사람들

의 모습은 강간과 이종 결혼으로 인해 현대 미국에서 순혈 흑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상황과

연결된다.

176) 매디슨 그랜트(Madison Grant)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미국 우생학 협회 회원으로 ‘위대한

인종의 소멸’이라는 저서를 통해 북유럽 인종의 특질을 지닌 미국인의 우수한 능력이 열등한

이민자들에 의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순혈 미국인의 우수함을 보존하기 위해

서는 혼혈 결혼을 금지하고, 우수한 인종의 출산은 권장하는 반면 열등한 인종의 출산은 제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학 저널의 주필 폴 포페노(Paul Popenoe)는 혼혈인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지적으로는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인종에게 혼혈 결혼은 이득이 되지만 우월한

인종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어도어 스토다드(Theodore Stoddard) 또한 지능이 유

전된다고 보았으며, 열등한 인종의 재생산을 억제하면서 우월한 인종이 번성하도록 적극적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토마스 F. 고셋 494,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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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악용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주로 젊은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177)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우생학 위원회

는 IQ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삼아 불임 시술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IQ

70 이하'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나쁜 유전 형질을 후세에 물려주지 않도

록 통제해야 한다는 통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Q

테스트는 백인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방식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 여성들은 이같은 통념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을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생학을 활용하고

자 한 인종주의, 민족주의 담론은 미국 뿐 아니라 제국주의를 추구한 근

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

기 위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선 여성들에게 다산 장려정

책을 시행했고, 이에 맞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민족 구

성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우생학에 기반한 산아 제한론을 주장했다

(임지현『이념의 속살』315). 또한 나치 정부는 동물학자를 동원해 제국

의 시민으로 적합한 후손을 낳고 양육할 것을 독일 여성들에게 강요했

다.178) 1942년에 히틀러는 40만 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레벤스본

(Lebensborn) 센터를 짓고, 나치 친위대의 아내와 약혼자들을 수용해 가

능한 한 많은 아이를 낳도록 설득했다(엘리자베트 바뎅테르 158). 이와

같이 근대 제국주의는 국력을 향상시킨다는 논리를 통해 여성의 모성과

성을 전유하려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근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우생학적 논리로 여성의 모성과 성을 착취

하게 된 근원에는 순혈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177)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29년부터 1974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미국 여성

7600명이 주정부에 의해 강제불임수술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우생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31개 주에 달했다. 희생자는 대부분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여성들이었다. 흑인 여성 일레인 리딕(Elaine Riddick)은 13살때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으나 주정부의 5인 우생학 심의위원회는 그를 심신박약으로 판정, 강제 불임수술을

받게 했다(인터넷 경향신문).

178) 1934년 뉘른베르크 의회에서 히틀러(Adolf Hitler)는 인종적 차원에서 여성들을 동원해 줄

것을 진지하게 호소했다. 인종 개량에 필요한 유전적 특성을 지니지 못한 여성은 임신하는 것

이 금지되었으며 반면에 아리안 족의 순혈 아기를 다산한 어머니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

었다(엘리자베트 바뎅테르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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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근대 국가는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혈통과 역사

를 공유하고 있다는 민족적인 동질감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다. 그러나

르낭은 “어떤 순수한 인종도 없기 때문에 민족지학적 분석에 기대는 정

치는 망상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민족 국가의 순혈 이데올로기를 비판한

다(호미 바바 32). 미국인들은 앵글로 색슨 전통에서 민족적 기원을 찾

으려 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뿌리라고 생각한 앵글로 색슨 역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혼종적인 민족이었던 것이다. 순혈 민족주의는 민족

의 순수한 기원을 상정함으로서 다양한 종족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근대 민족으로 합류하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부정하려 든다. 임지현은

순혈 민족주의를 비역사적이고 본질적인 민족주의로 정의하고, “민족의

선형적 발전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고정 불변

의 민족에 포섭될 수 없는 소수자들은 주변화되거나 배제”된다고 비판한

다(임지현『적대적 공범자들』341).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는 변경 지역으로서 인디언과

이주 흑인, 백인 개척자들이 뒤섞인 다민족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역사는 백인 관점에서 서부의 신화를 반영하여 변경

지역의 복합적 역사를 백인 이주민의 역사로 획일화한다. 백인들이 서부

개척사에서 인디언을 소외시켰던 것처럼, 헤이븐을 건설한 조상들은 건

국서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머스코기 크리크(Muscogee Creek) 인디언 족

의 역사179)를 간과하게 된다. 젠킨스는 루비가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하

지만 사실은 루비가 처음부터 순혈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

고 루비의 순혈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자 한다. 젠킨스는 블랙호스 가문

사람들이 곧은 직모를 지녔다는 점에 주목해, 블랙호스 가문의 혈통에

인디언의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Jenkins 285).180) 인디언

179) 제커라이어가 발견한 영토는 머스코기 크리크 족의 땅이었다. 1830년대에 앤드류 잭슨 대통

령은 주요 면화 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다섯 인디언 부족들인 크리크, 체로키, 치카소, 촉토, 세

미놀 족을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동시켰다. 눈물의 길’이라고 불렸던 강제 이주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디언이 죽어 갔다(에번스 153). 1834년 인디언 왕래 법령에 의해 오클라호마 주의 영토

는 인디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디언들은 원칙적으로 인디언 구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

지만, 백인들의 서부진출로 인해 이주민들이 인디언의 토지를 필요로 하게 되자 주정부는 인디

언 부족의 땅을 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당해 주었다(래리 J. 짐머맨 22-23).

180) 오클라호마 주는 인디언과 흑인간의 접촉을 통한 혼혈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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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질은 블랙호스 가문 사람들 뿐 아니라 여러 명의 루비 사람들에게

도 발현되고 있다.181) 루비 사람들은 근친혼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혈

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루비는 순혈 공동체가 아니라 인디언의 혈통

을 지닌 혼혈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젠킨스는 루비의 제8암층이 아프리

카계 미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순혈 흑인의 모델을 대변한 것이라

고 본다. 그러나 미국에서 문자 그대로 순혈 흑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단일한 미국 흑인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팻의 말대로 “루비의 15가구 간 관계를 제대로 기

록하려면 헤이븐의 선조와 나아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의 역사까지 아

울러야"(188)하듯이, 흑인의 역사는 인디언과 백인을 포함한 다른 인종의

역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오늘날의 흑인들은 인디언과 히스패닉,

유럽계 백인의 혈통과 뒤얽혀 있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종적인

흑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역시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라고 할 수 있

다.182)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에 의해 검은 피부의 인종이라는 범주로 분류되고

박해받음으로써,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흑인 문

화는 이산의 고통 속에서 이질적인 상황을 포용하고 생존하기 위해 노력

했던 과정의 산물이다. 미국의 흑인들은 생물학적 혈통보다는 공통된 흑

인 문화에 기반하여 자신들을 흑인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흑인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Jenkins 285). 아프리카 흑인의 모발은 건조한 양털 같이 나선형을 이루며 강하게 곱슬거리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블랙호스 가의 직모는 인디언의 유전형질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랙호스 가문의 성인 Blackhorse는 인디언계 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이다.

181) 자매간인 도비 블랙호스와 소앤 블랙호스, 소앤의 아들인 이스터(Easter Morgan)와 스카우

트(Scout Morgan), 소앤의 사촌이자 팻의 남편이었던 빌리 케이토는 모두 빳빳한 머리카락의

소유자였다(198). 

182) 노예 무역을 통해 미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수입되었다. 흑인은 독립당시 식민지

전체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부에서는 백인의 절반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노예제

가 이어져 오면서 백인주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은 현재 미국인들 상당수의

조상이 되었다. 백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흑인과 인디언 조상을 만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현송 340) 학자들은 흑인 미국인들의 75퍼센트가 비흑인 선조를 지닌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0년의 인구 조사 결과 백인 미국인들의 22퍼센트 가량은 비백인 선조

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새뮤얼 헌팅턴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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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의 편협한 인종주의를 모방한 혈통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었다. 루비

의 지배층이 여성을 지속적으로 억압함으로서 권력을 강화해 왔다는 것

을 간파한 팻은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지배 서사를 해체하고자 한

다. 루비의 여성들은 가부장이 왜곡하고 은폐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여성들끼리 연대하여 가부장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노

력해 왔다.183) 루비 여성들은 헤이븐 공동체를 회상하면서, 혈연이 아닌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과거의 친족 공동체 생활을 그리워한다. 헤이

븐의 여성들은 서로 협력하여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

었다. 여성들은 유랑 과정에서 발견한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왔으며 병든

환자와 나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부장 몰래 페어리 사람들의 도

움을 받았다(188-189).

혼혈 혈통을 지닌 팻은 루비 사람들과 달리 혈통의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국외자의 관점에서 루비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

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팻은 열심히 모아 두었던 자료

와 편지를 모두 불태워 버린다. 팻은 사료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양심을 외면한 자신을 스스로 질책하고자 한다(217). 이 장

면에서 모리슨은 팻이 겪고 있는 복잡한 내면의 갈등을 암시하며, 대항

역사 쓰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강조한다. 무덤 앞에서 순혈 이데

올로기에 억울하게 희생된 어머니를 애도하는 패트리시아의 모습은 소외

된 흑인 여성 지식인의 혼란과 분열을 그대로 보여준다. 힐프리치는 “팻

이 공적 영역에서 교사와 역사학자로서 활동하며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딸을 학

대하는 엄격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Hilfrich 337-338). 혼혈인 팻은 순혈주의 공동체에서

비주류로 살아남기 위해, 주류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루비 내에서 취약한 입지에 처해 있는 팻의 캐릭

터에 주목하며, 팻이 자료를 불태운 것을 방어적인 행동으로 해석한다.

183) 팻은 어머니 델리아의 죽음을 회고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루비 여성들이 당시에 델리

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루비의 여성들은 델리아를 도와주기 위해

남자들에게 애원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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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은 루비의 약자로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항역사쓰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Davidson 368).

사료를 불태움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것을 포기한 듯이 보였지

만, 팻은 계보도 작업을 통해서 억압적인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

을 얻게 된다. 그녀는 루비의 정체성과 한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고,

루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진실을 알

게 되었다. 이로 안해 팻은 여성들 간의 연대 가능성에 눈뜨게 되었고,

자기 반성을 통해 딸 빌리 델리아와의 갈등을 해결할 용기를 갖게 되었

다. 수녀원 습격사건이 발생하자 그녀는 냉철한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습

격 사건을 재해석하려 한다. 계보도 분석 작업을 통해 팻은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가려진 정보가 공식적 서사의 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팻은 루비 시민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

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진실을 추적

하기 위해 팻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면서 습격의

전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습격사건의 전말에 대한 가부장들의 변명과 달리 팻은 수녀원 습격을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으로 해석하며, 수녀원 여인들이 예수

처럼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고 본다. 루비의 가부장들이 권력에 대항하

려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한 경고로 삼기 위해 수녀원 여인들을 처형한

것이다.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엿들은 결과,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수녀원 습격사건으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심리적

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팻은 “비록 습격사건의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습격사건의 여파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299)을 본다. 그녀는 견고하게만 느껴졌던 루비 사회가 수녀원 습격

이후 달라졌다는 것을 파악했고, 루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

감한다. 이같은 상황을 통해 모리슨은 팻이 수집했던 자료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녀의 대항역사쓰기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

하고 있다.

팻의 딸인 빌리 델리아 또한 엄마 팻처럼 혼혈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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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아 왔다. 하지만 빌리 델리아는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팻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루비의 지배권력에 맞선다. 빌리 델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혈

통의 법칙에 어긋난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루비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멸을 받았다. 젠킨스는 루비 사람들이 빌리 델리아의 밝은 피부를 문

제 삼고 있음을 지적한다. 루비 사람들이 그녀의 밝은 피부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우생학적 편견을 전도한 것이

다.184) 하지만 빌리 델리아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방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루비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평판은 실제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빌리

델리아를 본보기적으로 처벌함으로서 루비 사람들이 혈통의 법칙을 위반

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루비의 소녀들은 빌리 델리아에게 호감을 가졌다

가도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그녀를 멀리한다. 루비의 여성들이 빌리 델

리아와 어울리면 딸들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리 델리아는 마을 사람들의 소외로 인해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넷과 메누스가 혈통의 법칙을 위반했다가 지배 권

력에 결국 투항해 버린 것과 달리, 빌리 델리아는 사람들의 박해에도 불

구하고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힐프리치는

“빌리 델리아가 루비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수녀원 여성과 밀접하게 교류

했던 캐릭터로서, 루비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역사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Hilfrich 339). 빌리 델리아는 어머니 팻처럼 가

부장에 대항할 수 있는 이성적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185) 어머니와 화해하게 된다면, 그녀는 팻이 지닌 구술사적 지식을

전수받아 대항역사쓰기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빌리 델리아는 심

리적으로 성숙한 캐릭터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니

고 있다. 수녀원 여성들과의 교류로 인해 여성 연대의 가능성을 신뢰하

184) 백인이 검은 피부를 지닌 흑인들에게 성적으로 방종하며 무절제하다는 편견을 부여한 것과

반대로 루비 사람들은 밝은 피부가 과잉된 성욕의 상징이라고 본다(Jenkins 278-280).

185) 빌리 델리아는 오븐 논쟁을 불복종을 제압하려는 권력 투쟁으로 파악한다. 남성들간의 분쟁

은“종마들이 암말 새끼를 통제하려고 싸우는”것이다. 루비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며 가부장들은 여성 통제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게 된다

(Krumholz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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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그녀는 자신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수용해 외부 세계로 진출하려

한다. 그녀는 수녀원 여인들이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않으며, 자매들이 부

활하여 무장 귀환하는 상상을 한다(308). 모리슨은 소설의 현실적 엔딩

부분에 빌리 델리아를 진취적인 모습으로 등장시켜 흑인 여성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루비에서 빌리 델리아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 아넷은 빌리 델리

아와 달리 지배 권력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권력을 자발적으로 추종하려

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넷은 아픈 조카들을 간호하느라 여념이 없는 가

족들 속에서 정서적 결핍을 느끼며 성장했다. 모성 이데올로기의 희생양

이 된 엄마와 올케를 통해 아넷은 모성에 대해 커다란 트라우마를 지니

게 되었다. 장애아로 태어난 조카들과 친구 빌리 델리아를 보면서 루비

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가 어떻게 소외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미숙아로 태어나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간 아넷의 첫 번째 아기

체는 루비 사회의 억압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살해된 것이나 다름

없다. 아넷은 케이디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생아가 되었다. 체는 단지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기 거부한 아기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조차 외면 받

은 채 죽어가야 했다.186)

루비에는 가부장의 억압적 모성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여성들이 아넷 외

에도 여러 명 존재한다. 아넷의 올케인 스위티187) 플릿우드는 중증 장애

를 지닌 네 명의 아기를 보살피느라고 6년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

고 바깥에 외출할 수도 없었다. 플릿우드가의 남성들은 아픈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간호와 가사일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스위티는

186) 아기를 낙태하려는 아넷의 모습은 여성의 순결과 모성을 미화하여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루

비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미지가 된다. 루비 사회가 극도로 배타적인 곳이 아니었더

라면 체는 주변 사람들과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을 것이다. 아넷을 추궁하

면서도 외면했던 루비 사람들과 달리 수녀원 여성들은 피난처를 찾아온 아넷을 조건 없이 받

아주었고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187) 스위티라는 이름은 흑인 남성들이 미화해온 흑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콜린스

는 흑인 어머니는 헌신과 자기희생의 화신으로 추앙되는 대가로 자신의 욕구를 계속 양보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상당수의 흑인 남성들은 어머니의 위대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부인과 어머

니를 방치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패트리샤 힐 콜린스 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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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6년간 칩거했던 집 밖으로 외출을 감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해방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스위티는 길

에서 방랑하는 소녀 세네카를 만나자마자 직관적으로 세네카의 마음을

파악한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였던 세네카는 아이들에게서 해방되고

싶었던 스위티에게 즉각적인 죄책감을 불러 일으킨다.188)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스위티의 막내딸 세이브 마리(Save-Marie)는 병

사하게 된다.『파라다이스』에는 고통 받는 여성들이 여러 명 등장하지

만 그 중에서도 네 명의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스위티의 고통은 헤

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모리슨은 스위티의 불행한 삶을 통해 여성에게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출산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

실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미즈너가 세이브 마리의 이름을 고통에서 구

원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듯이, 순혈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인 세이브 마

리는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루비의 한계와 문제점을 폭로한다. 세이브

마리의 장례식에서 스위티는 딸의 시신을 스튜어드의 땅에 묻는 것을 거

부함으로서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296). 사적 영역에서

침묵하던 여성인 스위티의 도전적인 대응은 수녀원 습격 사건 후 루비

가부장의 권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루비 여성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살림과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화덕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살피던 선대의 여성들과 달리 루비의 여성들은 원자화된 가정

속에 고립되어 버리고 만다. 이처럼 가정이 배타적이고 소외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루비 여성들은 스위티와 아넷처럼 루비를 탈출해 수녀원

으로 피신한다. 디컨의 부인인 소앤이 수녀원을 비밀리에 방문하는 것은

억압적인 루비 사회로부터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앤은

루비 최고 권력자의 아내이자 지배 이념이 이상화하는 가정적인 미덕을

갖춘 여성이다. 그러므로 소앤과 수녀원 여성들과의 교류는 여성을 이분

법적으로 분할하여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지배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

188) 스위티는 옆에서 따라오는 세네카를 보고 자신이 죄악을 옆에 끼고 걸어간다고 생각한다. 반

면에 세네카는 정처없이 울면서 걸어가는 스위티의 표정에서 위기에 처한 엄마를 보고, 엄마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스위티를 쫓아간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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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앤이 수녀원 여성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마을 여성들과

협력했던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앤은 헤이븐 공동체

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과 여자 조상들이 들려준 서부로의 이주 이

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루비 남성들이 화덕을 둘러싸고 권력 투쟁

을 벌이는 것에 맞서서, 소앤은 화덕이 루비 여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결

부되어 있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헤이븐의 여성들이 화덕 주변에

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했던 시절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

에, 소앤은 수녀원 여성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매애를 느낄 수 있었다.

소앤이 회상하는 헤이븐 여성들의 공동체 문화를 살펴보면 개인과 집단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

속에서 흑인 여성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살아 왔

다. 백인 가부장들이 아내에게 가정성과 영역분리 이데올로기를 강요했

던 것과 달리, 흑인 여성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영역 바

깥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므로 흑인 남성에게 있어서 일하지 않고 사적

인 가정을 돌보는 데 전념하는 흑인 전업주부는 빈곤과 억압을 극복해

냈다는 성공의 상징이 된다. 사적 영역의 전업 주부를 이상화하는 루비

남성의 가정성에 대한 판타지는 정원을 가꾸는 루비 여성들의 모습을 통

해서 드러나고 있다.

루비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서 루비 여성들은 백인의 가정처럼 중

산층 핵가족의 생활방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루비 여성들은 생필품

과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시간적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루비 여성들은 나만의 소유인 가정이 생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필요성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먹을 수 있는 농작물보다는 화초를 재배하게 되자, 형형색색의 나

비들이 루비의 정원에 찾아오게 된다(90). 이처럼 가부장적 핵가족은 사

적 영역인 가정을 개인적인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로 규정

한다. 그러나 사적 영역의 가정주부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할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태

혜숙 145). 근대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핵가족 개념을 수호하여 남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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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했다.189) 산업화된 근대 국가는 가부장에

게 열심히 노동해서 가족을 부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적 영역에

성실하게 참여한 가부장은 가정으로 돌아가 임금을 소비함으로서 가족과

사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핵가족의 판타지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 갇힌 여성들은 가부장적 핵가족 판타지가 강요한

전업 주부의 역할에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 도비의 남편 스튜어드는 미

국에서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여겨졌던 기업가적 인간형에 해당되는 인물

이다. 루비의 가부장인 스튜어드는 안락한 가정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

서 남성적인 권위를 자랑하고자 한다. 스튜어드는 도비에게 물질적인 안

락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도비와 정서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

래서 도비는 남편과 함께 목장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세인트 매튜 가의

집에 홀로 머무르며 정원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정원은 도비에

게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공간을 제공한다. 도비는

정원을 가꾸며 빌리 델리아와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정원에서 자유로

운 사색을 통해 남성들의 오븐 논쟁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비판한다. 정

원에서 홀로 지내며 나비를 관찰하던 도비는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

워줄 수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와 대면하게 된다.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배회하는 나비는 표면적으로는 루비의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듯하다. 하지만 도비에게 “떨리는

고속도로 같은 날개로 사라져 버린” 정원의 나비는 자유로운 영혼을 상

징한다(90).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결핍190)을 치유하려는 도비는 나

비를 통해 영혼의 구원과 해방을 꿈꾼다.

189) 근대 사회에서 핵가족 제도는 부르주아 계급부터 노동자 계급까지 확대된다. 중상류층의 여

성들은 집 안에서 가사를 돌보고 하류층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집 밖에서 노동을 하는 등 여

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노동하고 있었디, 그러나 근대 가부장제는 여성을 가정 주부화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자 시민을 재생산하는 역할로만 규정하였다(태혜숙 145).

190) 메이버리는 도비가 불임의 상처를 지닌 채 늙어가는 여성으로서 정신적 허무를 극복하기 위

해 아들과 같은 가상의 친구를 상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메이버리는 도비를 방문한 젊은 남

성이 오렌지색 나비와 함께 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달마다 불규칙하게 찾아오는 남자

는 중년여인의 불규칙한 월경을 상징한다. 메이버리는 도비 내면의 아니무스가 도비가 간절히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본다(Mayberry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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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는 오렌지색 나비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젊은 남성과 친구가 된

다. 그는 나비와 같이 자유롭고 섬세한 분위기를 풍기는 양성적인 인물

이며, 루비의 가부장이 갖추지 못한 대안적인 미덕을 갖춘 존재로 보인

다. 도비는 친구의 여윈 얼굴과 미소짓는 표정, 예의바르게 경청하는 자

세를 보고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게 된다. 도비는

친구와 단둘이 만나는 체험으로 인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았음을 깨

닫고 “친구는 위로하는 동시에 논쟁할 용기와 문제를 제기할 용기”를 준

다고 고백한다(92). 정처 없이 여행하는 친구의 이미지는 현실에 갇혀

살아가는 여성들의 내면적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비는 억압적

인 현실에서 해방된 자아를 꿈꾸기에 친구가 찾아오는 판타지를 꿈꾸지

만,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 자신의 판타지를 스스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도비는 젊은 친구가 떠날까 두려워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거나 알게 될까봐 근심에 빠진다. 이같

은 도비의 불안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욕구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91) 도비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비

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인 독립을 갈망하는 여성이지만, 도

비의 해방은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결국 도비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독립을 추구하며, 지배 이데올로기에 타협적으로 순응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녀원 습격 사건 이후 도비가 남편을 옹

호하며 언니인 소앤과도 멀어지게 되는 모습에서 도비가 역설적이고 양

면적인 캐릭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흑인들은 산파와 치유자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조상을 통해 친

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흑인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 론(Lone Dupres)은

흑인 여성 조상을 대변하는 존재로 양어머니 페어리(Fairly Dupres)에게

흑인의 전통적인 치료법을 전수받았다.192) 하지만 페어리가 경고하듯이

191) 스테이브는 도비가 가부장적인 상징계 밖 은신처에 홀로 머무는 낮에만 젊은 친구가 등장한

다고 지적한다(Stave 136). 도비는 밤에 창문 긁는 소리를 듣지만 친구가 지금 찾아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192) 노예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하였는데 주로 중년이나 나이든 여성들은 그들의 경험이나

지혜로서 젊은 여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특정 분야에 재능과 기술을 가진 연장자 여성이

대체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을 전수했다(이창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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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의 남성들은 론의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그

녀를 경계한다(272).193) 론은 루비에서 오랫동안 아기를 낳는 일을 돌보

아 왔지만, 플릿우드 가문의 네 아이들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자 루비

사람들은 론을 멀리하기 시작한다. 론은 플릿우드 가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도 다른 엄마들이 32명의 건강한 아기를 낳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에, 론을 불길하게 여기는 루비 사람들의 태도는 비합

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루비 사람들이 론을 경원시하는 태도는 서구 역사의 마녀 사냥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서구 역사에서 마녀사냥은 교회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며 실행된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13세기부터 교육받은

남성 의사들은 교회에서 황제와 귀족을 공식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들과 경쟁하게 되었

다. 치유능력 지닌 여성들 중 대부분은 과거의 여신숭배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다(리안 아이슬러 278). 여신 숭배의 범신론적 세계관은 기독

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여성 치유자를 마녀

로 몰아 탄압하기 시작했다. 마녀로 몰린 상당수의 여성들은 론처럼 산

파였는데, 산파가 관여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유산되거나 사산

되면, 아기의 부모는 산파에게 원한을 품고 마녀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

았다.

여성 사제와 치유자 이미지를 동시에 지닌 론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맹

신하는 루비 가부장에게 마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소외되어 왔던 것으

로 보인다. 자연의 식물들을 변환시켜 약과 술을 만드는 론과 그녀의 수

제자 코니는 약초를 다루는 신성한 여사제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

다.194)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되살리는 능력을 지

193) 루비의 남성들은 산파를 죽음의 시녀라고 생각한다. 산파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 간섭해 들어

와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비밀스러운 기교를 지닌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 페어리 뒤프레

는 여성인 산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남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194) 고대의 대지모 여신은 자연을 영적 원리로 변화시켜서 생명의 기초가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고대의 여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효과정과 취액의 제조과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여성은 최초의 치유음료와 약, 독약의 발명자이자 수호자

였을 것이다(리타 M. 그로스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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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론은 여신을 숭배하던 고대 아프리카의 종교적 전통을 상기시킨다.

아프리카는 초기 인류가 출현한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아프리카는 ‘최초의 여신’이 머물던 영성의 고향이 된다.195) 아

프리카에서 기원한 초기 인류는 지구가 여성의 몸이라고 믿었고, 자연의

만물이 동등하다고 보는 자연 친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론은

이와 같은 아프리카의 범신론적 자연숭배 전통을 코니에게 전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력을 잃고 열병을 앓고 있는 코니에게 어느 날 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모리슨은 론과 코니를 흑

인들의 이산 문화 속에 면면히 살아 있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을 대

변하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론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많은

것을 억압하며 살아온 코니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준다. 론은

아프리카 부족 신앙인 대지모 여신 숭배와 자연 숭배, 그리고 주술적인

능력을 입문자인 코니에게 일깨워 준다.196) 론은 코니와의 만남으로 루

비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공허를 극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니는 론의 영향으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고,

가부장 사회 속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론과 코니는 잊혀진 아프리카의 여성 연대 전통을 다시 되살림

으로써, 가부장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추방된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루비의 외곽에 있는 수녀원은 인종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희생양

이 되어 사회에서 추방당한 여성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루비와 헤이븐

주민들이 백인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법률질서에서 달아나 흑인의 자치적

규율로 운영되는 공동체를 설립한 것처럼, 수녀원 여인들은 약자인 여성

195) 번바움(Lucia C. Birnbaum)은 최초의 신성은 Dark Mother로서 아프리카 여성의 모습을 지

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번바움은 저서『Dark Mother: African Origins and Godmothers』에서

"인류 모두의 유전적인 ‘아름다운 어머니’는 아프리카인이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오래 된 신성“이라고 설명한다(이인희 “이인희의 여신 영성 탐험”).

196) 아프리카의 대지모 여신은 자연이나 인간 속에 내재된 것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복수적이

고 다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론이 “흙, 공기, 물과 같은 자연과 신을 분리하거나, 신과 신

의 피조물을 분리해서는 안된다”(244)고 코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신의 본성은 결코 하나가

아니며 죽음 속의 삶과 삶 속의 죽음이라는 이중적이고 양극적인 존재로 체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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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미국 사회로부터 달아나 수녀원으로 은신한

다.197) 수녀원은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녀 타자로 배척 받았

던 사람들을 조건 없이 포용해 준다. 불허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의 행동

을 엄격하게 규제했던 루비와 달리 수녀원에서는 억눌린 내면의 정서와

욕구를 분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녀원 여성들은 아넷과 메누스 같은

루비 사람들이 마을에서는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고민과 상처를 분출하

는 것을 말없이 받아 준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사

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수녀원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구하려 했

다. 언제든지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으며, 정해진 일과를 강요하는 일 없

이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수녀원의 개방적인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경계를 풀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정원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

고 아기를 돌봐주는 일을 공유함으로서 수녀원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서

로를 돌봐 주며 소통을 시작하게 된다.

돕스는 수녀원을 “여성들의 몸을 치유하고 갱생시키는 탈식민화와 재젠

더화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Dobbs 114). 팰러스가 이야기 한 것처

럼, 수녀원은 안락의자에 앉아 손녀를 맞이하는 할머니와 같이 포근한

모성적인 공간(177)이다. 팰러스가 할머니와 동일시한 코니는 여성들에

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여 심리적 치유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사

람들이 떠난 수녀원을 끝까지 지키고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킨 인물인

코니는 흑인 이산의 역사를 대변하는 여성이다. 카톨릭 신앙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술을 행하는 수녀로 묘사되는 코니는 아프리카계 브라질

혼혈로서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과거를 지니고 있다.

작품 속에서 코니는 수녀원의 변천사를 체현한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횡령자의 아방궁에서 발견된 장식품처럼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유년 시절을 거쳐, 미션 스쿨의 수녀와 같이 희생적인 인내와 봉사로 점

197)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과 매스미디어는 여성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당국은 메이비스가 겪었던 가정 폭력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메이비스를 자동차 탈취 혐의로 지명수배하며, 신문기자는 사고사로 아이를 잃은 메이비스

를 선정적인 화제로 부각시키려 한다. 또한 지지의 회상을 통해 경찰이 민권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매스미디어가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미국 사회는 세네카와 팰러스처

럼 약자인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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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된 젊은 시절을 보낸 후에, 혼종적이고 전복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흑

인 여사제로 변모하게 된다. 이처럼 코니는 흑인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흑인과 인류의 본향인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대지모 여

신 숭배의 전통을 상기시키는 인물이다. 모리슨은 코니의 개인사에 흑인

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이산의 역사를 투영하여, 억압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희망과 부활을 꿈꾸었던 흑인 여성의 낙원을 형상화하려

고 한다.

코니는 브라질의 항구도시에서 자라난 빈민가의 아이였으며 흑인들과

함께 집단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중 메리 마그나

(Mary Magna) 수녀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오게 된다. 미국에 도착한

코니는 자신을 돌봐주는 메리 마그나 수녀의 아름다움과 물질적으로 풍

요로운 미국의 생활환경에 사로잡힌다. 코니는 “무릎까지 덮이는 깨끗한

갈색 드레스와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이 소용돌이치는 변기. 포장

되어 있는 하얀 빵과 유리병에 든 우유, 성채처럼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

득 차 있는”(224) 수녀원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코니는 미국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압도되어, 고향 브라질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기 보다는 브

라질의 기억을 잊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 왔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된 코니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브라질의 이산 문화 전통과 관습을 잊어버

리게 된다.

코니는 엄격한 수녀원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 인내심의 덕목을 강조했

던 메리 마그나 수녀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수녀원에서 기도와 봉

사로 점철된 30년의 세월을 보낸다. 코니가 수녀원 생활에 헌신한 것은

카톨릭 신앙에 대한 주체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메리 마그

나 수녀에게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위에 소통할 만한

친구도 가족도 없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코니는 삶에 대한 목적의식도

비전도 없이 노동에 헌신하고자 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코니의 내면은 공허하고 고독했다. 그러나 코니는 자아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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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에 간직하고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우연히 루비 축제를 목격

하게 된 코니는 루비 사람들의 모습에서 브라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

고, 때마침 마주친 디컨에게 인종적인 동질감을 투사해 급속도로 친밀감

을 형성하게 된다.

콘솔레이타는 주변을 개의치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희미하지만 꾸준히

들려오는 샤 샤 샤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들과 같은 피부색과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닌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여자들과 함께 춤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격노한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음악에 맞춰,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로 작은 원을 그렸으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비밀을 알아내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

를 너무나 빨리 움직였다. 콘솔레이타가 그를 처음으로 본 것은 그녀가 계단 위에서 수

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다. 샤샤샤 샤샤샤. 늘씬한 젊은 남성이 말위에 올라,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있었다. 그의 카키색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길을 가던 중에 그는

넓고 납작한 모자를 벗어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콘솔레이타는 그의 엎얼굴을 보았고,

날개달린 무언가의 날개가,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그녀의 배 속에서 파닥이는 것을 느

꼈다.

As Consolata watched that reckless joy, she heard a faint but insistent Sha sha

sha. Sha sha sha. Then a memory of just such skin and just such men, dancing

with women in the streets to music beating like an infuriated heart, torsos still, hips

making small circles above legs moving so rapidly it was fruitless to decipher how

such ease was possible. (중략) It was while Consolata waited on the steps that she

saw him for the first time. Sha sha sha. Sha sha sha. A lean young man astride one

horse, leading another. His khaki shirt was soaked with sweat, and at some point he

removed his wide flat hat to wipe perspiration from his forehead. Consolata saw his

profile, and the wing of a feathered thing, undead, fluttered in her stomach. (226)

루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본 코니는 “희미하지만 꾸준하게

들려오는 sha sha sha 소리”가 들리자 유년 시절에 보았던 춤추는 흑인

들을 떠올리게 된다. 흑인들의 감탄사로 추정되는 sha sha sha 소리가

들려오는 거리에서, 루비 사람들처럼 생긴 “검은 피부의 남자들이 여자

들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음악에 맞춰 춤추던”(226) 기억이 되살아

나자 코니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코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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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닌 흑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멜

라드는 코니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 순간에 디컨과 마

주치게 된 것에 주목한다. “어린 시절 코니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

던 브라질 흑인 청년의 모습과 디컨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코니가 디컨

을 욕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Mellard “Zizeckian Reading” 471-472).

코니가 처음 본 디컨은 키카 크고 늘씬한 젊은 남성으로서, 카우보이 모

자를 쓰고 말을 타고 있었다. 말을 몰고 가는 디컨의 움직임은 브라질에

서 열광적인 몸짓으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검은 피부의 청년을 떠올리게

했다. 잊고 있었던 고향의 기억을 되찾은 코니는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자각하고, “깃털달린 새의 날개 같은 것이 죽지 않고 배 속

에서 퍼덕이는”(226) 듯한 느낌을 감지한다.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잊

고 있었던 코니는 디컨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커다란 변화를 체험하게 된

다.

코니와 같은 브라질계 흑인 여성들은 이산 종교의 여신 숭배 제의를 통

해 여성적인 영성을 표출해 왔다. 그러므로 코니 내면의 충동을 비유한

표현인 ‘깃털을 파닥이며 비상하려는 새’는 여성적 영성을 나타내는 원형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니가 내면에서 깃털 달린 새가 요동치는 것을

느끼는 장면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코니가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롭게 부활하려는 변환 비의의 시작을 알린다. 영적인 비상의 이미지를

통해 코니는 세속을 초월하여 자유를 얻고, 타락된 상태로부터 해방되고

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코니는 상승하려고 날개를 펼치는 새처

럼 잊고 있었던 본향의 영성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간다.

코니가 Loud Dreaming 의식을 집전하는 여사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접했던 칸동블레 의식을 무의

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코니가 본 루비 사람들의 축

제는 브라질 사람들이 숭배하는 칸동블레(Candomble)의 마쿰바

(Macumba) 제의198)와 유사한 점이 있다. 머리에 화려한 색의 꽃을 단

198) 칸동블레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에 유럽 문화와 브라질의 강신술, 로마 카톨릭이 혼합된

브라질의 이산 종교이다. 마쿰바 제의는 칸동블레의 종파중 하나에 해당된다. 마쿰바 제의에

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적인 요소로는 야외 제의장, 수탉을 바치는 동물 희생. 촛불과 담배.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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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과 날개를 퍼덕이는 깃털달린 새는 꽃과 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마쿰바 제의를 연상시킨다. 거리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흑인들의 기억

은 야외 제의장에서 제의 춤199)에 빠진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

다.200) 코니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춤추는 흑인 남성의 모습

은 디컨의 첫인상이었던 카우보이 이미지를 통해 코니에게 계속해서 되

살아난다. 코니는 불타 버린 집 안에서 발견한 잿더미의 형상에서 키가

큰 카우보이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234). 재의 카우보이가 손가락으

로 가리키는 곳에서 코니는 나비 날개가 달린 소녀의 그림을 목격하고,

다시 그 맞은편 벽에서 어부의 형상처럼 보이는 그림을 발견한다(234).

이 장면에서 모리슨은 종교적인 상징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영

적인 의례에 코니가 입문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불탄 집에서 연속

으로 등장하는 카우보이와 나비 소녀,201) 어부의 이미지는 코니의 무의

식 속에 각인된 이산 종교의 혼종적인 영성이 되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전조처럼 보인다.

코니의 고향인 브라질의 흑인들은 칸동블레 의식을 통해 예만자

(Jemanja) 여신을 숭배해 왔다. 예만자는 바다에 주거하며 물을 상징하

등 영적 제물 바치기. 제의 춤이 있다. 칸동블레 종파는 마쿰바 종파 중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카트린 클레망 15).

199) 강제로 붙잡혀온 노예들은 아프리카 다신교 신앙과 백인의 종교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흑

인의 전통 문화를 이어 나가려고 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가톨릭과 아프리카 전통 신앙이 통합

을 이루게 된 반면에 북아메리카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육이 흑인들의 육체를 통한 영성 표현

을 허용하지 않았다. 브라질의 농장주들은 일찍부터 아프리카 북에 맞춘 춤과 노래인 탐탐을

허용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리스도교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가무를 금지했다(상게서

36)

200) 아프리카의 나고(Nago), 요루바(Yoruba), 제제(Jeje) 부족에 의해 전해진 브라질의 대표적인

정령숭배 의식인 칸동블레는 아프리카어로 ‘신을 경배하기 위한 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브라질에서 아프리카 이산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곳은 어디든지 제단이 존재한다. 제단을 중심

으로 신도들이 아프리카 리듬의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돌다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브

라질 이산 종교의 특징이다. 칸동블레 의식은 개개인의 수호신인 오리샤(Orixa)를 위해 행해지

며 무아지경 속에서 사람들은 오리샤의 영혼을 전수받게 된다. 이같은 신들림 체험은 칸동블레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위르봉 라에네크 88).

201) 나비 날개를 단 소녀는 물질세계와 죽음을 초월하려는 영적인 갈망을 날개로 표출하고 있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애벌레에서 부활한 나비를 보고 물질세계와 죽음을 초월하는 영혼의 승리

를 확신했다. 또한 그리스어로 나비를 의미하는 프쉬케(Psyche)는 또한 정신과 마음 영혼을 의

미한다(이윤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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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신으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항해와 해상무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위르봉 라에

네크 17). 이같은 맥락에서 코니가 불탄 집에서 본 어부의 이미지는 멀

리 여행을 떠난 선원들 뿐 아니라, 본향을 떠나 이산의 고통을 겪은 흑

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니는 자신의 혼종적인 정체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각 반응으로서 벽화의 그림을 보고 어부를 떠올린 것

같다. 코니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서구의 기독교 전통을 추종하고 있지만,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기독교가 억압했던 아프리카 토착 종교와 브라질

이산 종교의 흔적이 혼종적인 형태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은 카우보이와 나비 날개를 단 소녀, 어부 이미지를 통해 드

러나는 코니의 영성은 종교와 인종과 젠더에 의해 분열된 현실을 초월

해, 본원적인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디컨은

코니의 생각과 달리 벽화가 에스키모의 눈(eyes)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

한다(234). 디컨은 벽화에 그려진 사람이 가는 눈매를 지니고 있기에 에

스키모를 그린 것이라고 추정한다. 디컨이 벽화의 이미지에서 인종 특성

을 나타내는 지표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인종과 혈통 문제에 민감한 인

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종 차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원한을 지니고 있

었기 때문에, 유색 인종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 관련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202) 벽화의 이미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코니와 디컨의 사고와 가치관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탄 집에서 발젼한 벽화는 디컨과 코니 사이의 갈등과 결별

을 암시해주는 복선이 된다. 벽화를 발견한 날 이후로 디컨과 코니의 관

계는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디컨과 코니 사이의 갈등은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서로 상반된 의미와 기대를 부

여하고 있었다. 디컨은 코니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지

녔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 혼혈인 코니는 다양하고 이

질적인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 인종적으로 모호한 외양의 소유자이다.

202) 동양인의 가는 눈매는 미국에서 인종 비하적인 상징으로 통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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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니의 모습은 디컨이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었던 혼혈 숙녀

판타지를 충족시켜 준다. 디컨은 코니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한눈에 식

별하지만, 코니 역시 자신처럼 인종주의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지닌 동

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코니가 디컨에게 이질적이고 낯선 존

재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에, 디컨은 코니에게 본향에 대한 원초적 그리

움과 결핍을 환기시키는 존재이다. 코니는 디컨을 보고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듯한 감정을 느낀다(241).203) 코니는 디컨에게 세속적인

연인 관계 이상의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디컨과의 만남은 코니가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기 위한 영적인 변환단계의 출발점이 된다.

작품 속에서 모리슨은 불완전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적인

갈망을 원형적 남녀가 합일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204)

코니는 젊은 방문객을 만나기 전부터 디컨과의 만남을 통해, 남녀 간의

간극을 초월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통합을 시도하려 했다. 아티는 코니

의 영적 변환을 이슬람 수피즘의 입문의식과 비교하면서, 코니가 영적인

여행의 동반자로 디컨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진정한 신성을 되

찾기 위해서 코니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남성 원형에 디컨

을 투사”한 것이다(Atieh 102). 코니는 디컨과 자신의 얼굴을 동일시하며

“디컨의 눈은 세상의 시작”(228)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디컨은 코니에게

내면의 결핍을 보완해 줄 이상적인 남성 원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코니가 지하실 와인창고에서 디컨과 단둘이

만나는 상상을 하다 디컨의 입술을 깨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된다. 카톨릭의 성찬 의례에 익숙한 코니는 제자들이 신성과 합일

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듯이 디컨의 피를

포도주처럼 맛본다. 이 장면에서 코니는 연인과의 육체적인 합일 뿐 아

니라 “집에 가고 싶은” 갈망으로 상징되는 영적 합일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무의식적인 기억에 남아있던 원형적 남성상에 디컨을 투사해 타

203) 코니는 디컨에게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디컨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그와 나는

똑같기 때문에” 코니는“집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디컨과 합일을 이루려 한다(241).

204) 소설 속의 여성들은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내면의 갈망이 가시화된 존재인 젊은

남성 여행자를 만나게 된다. 젊은 남성 여행자에 해당되는 등장인물로는 도비의 정원에 찾아온

젊은 남성과 지지가 열차에서 만난 다이스(Dice), 수녀원에 찾아온 코니를 닮은 방문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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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합일하려는 영적 변환을 꿈꾼다. 그러나 코니는 “예수의 성스러운

몸 개념을 살아 있는 남자에게 전이하는”(240)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

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코니가 입술을 깨문 것은 영적인 안식처로

되돌아가려는 귀소본능이었지만, 디컨에게는 “그를 잡아먹으려는

것”(240)처럼 비춰졌던 것이다. 코니는 생명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원

천으로서 피를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디컨은 피를 마시는 여성의

이미지에서 근원적인 공포를 느낀다.

디컨은 코니가 입술을 깨물었을 때가 아니라 상처에서 새어나오는 피를

핥았을 때 충격을 받고 날카롭게 심호흡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디컨은 코니가 피를 핥는 모습을 보고

코니가 이질적인 혈통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자각한다. 디컨

의 눈에 코니는 다른 인종의 피를 탐식해 순혈을 오염시키는 마녀로 비

춰진다. 디컨과 같이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과 피의 이미지 연합을 부정

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유구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헤브루

민족은 여신을 숭배하는 이민족의 다신교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어머니

여신을 연상시키는 여성의 월경과 출산을 폄하하고자 했다.205) 여신 숭

배 전통에서 피는 생명의 요소로 여성과 다산성, 풍요의 약속과 직결되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대 기독교에서 유래한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디컨은 코니의 행동을 불경스러운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디컨이 떠난 후에 코니의 영적 변환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디컨과의 이별을 통해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코

니의 시력이 점점 약화되는 대신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투시력이 생긴다. 코니가 자신의

신내림을 “절반의 축복이자 절반의 저주”(248)라고 표현하듯이, 코니는

시력을 잃은 대신에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 코니의 예언 능력은 대

립된 사물과 세계의 양극성을 통합하는 영적인 능력이다. 코니는 아프리

카와 서구, 카톨릭과 여신 숭배 사상, 금욕과 쾌락이 혼재된 혼종적인 삶

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삶의 실체를 통찰할 수 있는

205) 레위기는 불결한 것의 리스트에 월경중의 여성이나 산모의 몸을 추가하고 있다(카트린 클레

망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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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메리 마그나 수녀의 죽음은 영적 비의에 입문해

있던 코니에게 커다란 변환의 계기가 된다. 메리 마그나 수녀가 죽자 코

니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진다. “신원도 보험도 가족도 일터도 없는”

코니는 “빈 벽장 구석에 놓인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돌돌 말린 종이 한

장 같은”(248) 존재로 자신을 인식한다. 코니는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한 유령같은 존재가 되어 버

렸다. 코니는 허무함을 견디기 힘들에 술에 의존하지만 “체념, 자기연

민, 소리죽인 분노, 혐오감과 엄청난 피로감”(250)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에드윈 스타트는 이와 같은 “코니의 우울증 증세와

자기 파괴욕을 카톨릭적 세계관에 저항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케빈 에

드윈 스타트 12). 메리 마그나 수녀는 코니에게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와 성모 마리아처럼 모든 쾌락을 버리고 희생과 인내, 순종의 미덕을 실

천할 것을 강조했지만, 코니는 우울증을 통해 맹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

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코니의 우

울증은 다시 영적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이 된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던 코니에게 수수께끼의 방문객이 등

장하는 장면(251-252)은 신의 메신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해 신성한

기억이 회복된다는 영지주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06) 영지주의자

들이 경전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영적 위기의 순간에 코니는 자신의 본

래 모습을 자각하고, 참된 영지를 소수의 선택된 영혼에게 계시할 수 있

게 인도하는 신성한 메신저를 만나게 된다. 코니에게 나타난 신성한 메

신저는 이상적 남성의 원형인 젊은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 차림새에207)

코니와 닮은 외모를 지니고 있다. 코니는 자신과 비슷한 선글라스를 끼

206) 영지주의는 순수한 영혼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강

조한다. 영혼이 본래 거주하던 참된 세계와 영원한 자아를 되찾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목표가

된다. (마르치아 엘리아데『 세계 종교 사상사 2 』519).

207) 카우보이 모자로 얼굴을 가린 방문객은 하얀 셔츠에 녹색 조끼를 걸치고 까맣게 반짝이는

작업화를 신고 있다. 신성한 방문객의 옷차림은 코니가 본 디컨의 첫 모습과 닮아 있다. 이것

은 처음 만났을 때 본 디컨의 모습이 코니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컨과 신성한 메신저

는 원형적 남성상과 합일을 이루려는 코니의 영적 갈망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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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처럼 홍차빛의 머리카락과 둥근 초록 눈을 지닌 카우보이에게 호

감을 느낀다. 카우보이 메신저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원형적 통합을 이룬

양성적인 모습으로 등장해, 외모처럼 부드럽고 여성친화적인 행동을 보

여준다. 코니를 보러 왔다고 말하는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듯한”

카우보이의 말투에 코니는 저절로 매료된다(252). “즐거워 죽겠다는 듯이

만면에 미소를 띤” 방문객이 선글라스를 벗고 윙크하자, 코니는 “한쪽

눈꺼풀이 느릿느릿하게 유혹적으로 움직여 갓 딴 사과처럼 둥글고 초록

빛이 나는 눈동자”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모리슨은 신성한 메신저의 모습을 이브를 유혹하는 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모리슨은 뱀과 이브에 대한 영지주의의 급진

적 해석을 전유하여,208) 여성의 육체와 영성을 부정해온 유대 기독교 전

통과 가부장적인 사회를 비판하고자 한다. 영지주의가 여성성을 지혜로

운 것으로 여기고 여성의 영성을 긍정하려 했던 것은, 영지주의가 유대

기독교의 세계관과 이교적 전통을 모두 반영한 혼종적인 성향의 종교였

기 때문이다. 영지주의는 고대의 대지모 여신 숭배를 계승해 자연과 다

신을 숭배해 왔던 이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지주의

는 본래 기독교에 토대를 둔 대안적 종파였지만, 영지주의가 지니고 있

는 혼종적이고 체제 비판적인 성격은 대안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여러가

지 종교 공동체 운동을 통해 계승되어 왔다.209)

영지주의에는 당대의 지배 권력과 제도화된 주류 기독교에 저항하고자

하는 변혁적인 측면이 있었다.210) 영지주의자들은 지배 권력과 영합한

208) 영지주의자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을 신성한 진리의 수호자로 여겼으며, 이브는 뱀에게

영지를 전수받는 지혜로운 여성이자, 천상의 지혜를 나타내는 소피아 여신의 딸로 여기고 있었

다. 하위신인 여호와가 아담과 이브를 비참한 세계 속에 감금했을 때, 뱀 루시퍼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규명하게 해 주는 학문과 구원의 숭고한 영지를 가져다 주려고 했다(조지프 캠벨

『신의 가면 3』18).

209) 이처럼 대안적 영성을 강조하는 영지주의는 후에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이슬람 수피즘이

형성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아티는 수피즘이 여성의 영성을 존중했기 때문

에, 수피 여성신도들이 구전의식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수피즘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Atieh 89.) 수피즘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

는 이슬람 교파로 성장해 리비아와 수단, 코카서스에서 제국주의 저항 운동과 탈식민화에 기여

하게 된다. 수피즘은 미국으로도 전파되어 흑인들의 이슬람 국가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Atie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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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세상에 반기를 들고, 신

앞에 평등한 개개인이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성한

지식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직자와의 관계가 아니

라 교인들간의 소통과 지식 수준이 진정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짓

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지주의 공동체의 신자들은 여성을 억압하고 폄

하했던 주류 종교와 달리 여성의 영성을 인정하고, 신성을 추구하는 동

반자로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다. 그러나 주류 기독교는

지배권력에 불복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한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

로 규정하고 박해했다.

영지주의의 혼종적이고 체제 비판적인 세계관은 흑인 이산종교의 대안

적 영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영지주의가 유대 기독교의 전통과 자연을

숭배하는 이교 전통을 수용해 혼종적인 영성을 추구했듯이, 코니 또한

카톨릭적 요소와 아프리카에 전통신앙을 결합시킨 혼종적인 영성을 추구

한다.211) 영지주의 전통이 수피즘과 이슬람 국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

었듯이, 인류의 원형적 신앙인 대지모 여신 숭배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

에 자취를 남겼으며, 이를 계승한 흑인 이산종교 속에 살아남아 코니가

추구하는 혼종적인 영성으로 발현되고 있다. 코니는 영지주의적 관점에

서 신의 대리자 예수212) 역할을 도맡아 사람들을 영지로 인도하는 동시

에, 흑인들을 수호해 주는 아프리카 조상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흑인 이산종교는 아프리카의 조상 숭배 신앙을 이어받아 신격화된 선조

이자 씨족의 수호령인 르와(Lwa)를 숭배하는데, 코니에게 찾아온 신성한

210) 엘리아데는 영지주의자들이 당대에 만연해 있던 신화와 사상, 신 관념을 부정하기 위해 지배

종교의 체계를 염세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영지주의라고 평가한다 (마르치아 엘리아데『 세계

종교 사상사 2 』506).

211) 프레일 마르코스는 코니가 자신을 희생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를 상징함과 동시

에, 아프리카 전통을 상징하는 전승시인이자 역사 구술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일

마르코스는 론의 충고에 따라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마술적 주술 능력을 발휘하는 코니가

아프리카 종교의 치유하는 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니가 수녀원 여인들과 식사하는 장

면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코니는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

원하는 예수 형상으로 변모하게 된다(Fraile-Marcos 26-27).

212) 영지주의 자료에서 예수는 교사이자 계시자로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수행한다(일레인 페이

절스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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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는 여러 르와들을 대변하는 최고 르와로서 최고신의 역할을 대행

하는 하위신 에슈(Eshu)를 연상시킨다.213) 먼 나라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카우보이는 코니와 비슷한 외모를 지닌 혈족으로 보인다. 이

장면에서 카우보이 수호령은 통상적인 미국 영어와는 달리 포르투갈 어

의 언어체계에 기반한 비문법적인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214) 코니는 카

우보이의 독특한 언어를 통해 모국어인 포르투갈어에 대한 기억을 되살

리게 된다. 테리는 카우보이가 포르투갈어 특유의 리듬과 억양으로 이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니가 “벌집에서 꿀이 새어나오는 듯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252)고 설명한다(Stave 184). 에슈로 인해 코니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주술 능력을 본

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

영적인 위기를 극복한 코니는 영혼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스승이 되어, 수녀원 여성들이 영적 입문 의례를 통과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모리슨은 코니를 대안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여사제로 묘사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남성적인 낙원관과 대조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여성적

낙원을 모색하려 한다. 코니는 수녀원에서 여신숭배 전통을 재현해, 가부

장제의 기원이자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유대 기

독교의 위계적인 이원론을 돌파하려고 한다. 모리슨은 가부장적인 율법

을 파괴하려 했던 했던 영지주의 텍스트를 제사로 활용하여, 주류 기독

교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모리슨은 혼혈 여사제가 주도하는

혼종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 흑인 이산종교의 생명력과 저항정신을 보여

213) 르와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아이티에서는 르와, 쿠바에서 레그바(Legba), 브라질에서

는 에슈로 불린다. 에슈는 흑인 이산 종교에서 잃어버린 전설의 땅 기니에서 온 최고신의 대리

자로 여겨진다. 에슈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숭배했던 씨족의 수호령이자 신격화된

선조로서, 초자연적인 세계와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을 걷어내는 존재이며, 칸동블레 의례에

서 제일 중시되는 신이다 (위르봉 라에네크 70-72) 또한 에슈는 운명을 의인화한 신으로서 변

화와 항거를 대변하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위기에 부딛쳤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호령의

역할을 수행한다(위르봉 라에네크 16).

214) 카우보이가 쓰는 “I don't want see your girls. I want see you.”와 같은 비문법적인 영어

표현은 영어의 want 동사에 해당하는 포르투갈 어 동사 querer가 뒤에 바로 원형동사를 취하

게 되는 문법체계에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코니는 미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초보적 수준에

불과했던 모국어를 상실하게 되었다. 모리슨은 코니가 “가끔 두 언어의 중간지점인 첫 번째 언

어의 문법과 두 번째 언어의 어휘 사이에 파인 골짜기에서 헤메이곤 했다”고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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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신세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된 흑인 노예들이 이산종교를 통

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기독교에 저항했던 것처럼, 코니는 혼종

적인 영성을 통해 기독교의 낙원이 아닌 대안적인 낙원을 추구하려 한

다.

 모리슨은『파라다이스』의 첫부분을 나그 함마디(Nag Hammadi) 영지

주의 문서에서 발췌한 제사215)로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설정은 유색인

과 여성을 억압하며 배타적인 낙원을 꿈꾸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제사의 내용은 죄악으로 가득찬 세속에서 표류하

다가 영적인 자유를 얻는 코니와 수녀원 여인들의 삶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절스는 “Thunder Perfect Mind”의 화자가 신성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브와 마리아로 분열되었던 여성의 양면성을 통합하

고, 여성성을 성스러운 것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일레인 페이

절스 15). 모리슨이 제사를 통해 예고한 바와 같이, 코니는 절대적 신성

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계시자로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실을 초월하려는 강한 의지

와 함께 영적인 직관력216)을 소유한 수녀원 여인들은 여사제 코니의 입

문의식에 참여해 비전을 전수받게 된다.

코니는 그동안 망각하거나 부정해 왔던 자신의 인종적 혼종성과 여성적

인 영성을 수용하여 본래의 온전한 정체성을 되찾고, 콘솔레이타

(Consolata Sosa)217)로 변모하게 된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을 연상시키는

215) 「Thunder Perfect Mind」가 쓰여진 시기와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시의 수수께끼 형식은 고전적 영지주의 신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유대 공동

체의 시쓰기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내용은 이집트에서 이시스 여신을 찬미

하기 위해 쓰여진 시와 유대교에서 소피아 여신의 미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시와 비슷하

다. 수수께끼의 화자는 여신의 본질을 포착할 것을 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일레인 페이절스

120).

216) 메이비스는 일상에서 쌍둥이 유령의 환영을 보고 자각몽에서 몽마를 만나는 체험을 한다. 지

지는 신비스러운 존재인 다이스(Dice)를 만나 루비로 오게 된다. 세네카는 스위티의 표정을 보

고 직관적으로 스위티의 절망을 읽으며, 팰러스는 쇼핑몰에서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노

래하는 떠돌이 흑인 여성을 만나게 된다.

217) 콘솔레이타의 이름은 이탈리아 투린 신전에 있는 위로자이신 성모를 뜻한다(Timothy 3). 스

테이브는 콘솔레이타 소사가 성인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tave

179).



- 195 -

여사제가 된 콘솔레이타는 다정하고 푸근한 할머니와 무조건적으로 희생

하는 어머니 이미지를 탈피해,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단호한 카리

스마로 사람들을 이끄는 양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콘솔레이타는 대지

모 여신과 그녀의 딸이 이루는 성가족의 이미지를 입문의식에서 강조한

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여성의 육체성을 죄악시하는 서구 기독교의

세계관218)에 맞서서 콘솔레이타는 “이브는 마리아의 어머니이며, 마리아

는 이브의 딸”(263)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녀가 제시한 성가족의

이미지 속에서 여성은 어머니이자 동시에 딸로서 합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대 기독교의 위계적 부자관계에 도전하고 있다.

콘솔레이타가 Loud Dreaming 의식에서 들려준 본향에 대한 이야기

는 여성성과 자연이 신성시되는 낙원으로, 대지모 여신이 다스리는 인류

의 원형적인 본향을 연상시킨다. 본향은 주류 기독교의 가부장적이고 위

계적인 종교관을 초월해, “남신과 여신들이 평신도들과 함께 회당에 앉

아 예배를 보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콘솔레이타의 본향은 아프

리카 신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태초의 낙원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

다.219) “크리스탈 조개껍데기와 사파이어같은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

는” 낙원에서 “소년들이 루비를 주사위 삼아 놀고 있는” 것처럼, 본향은

물질적인 욕망에서 해방되어,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264). “아이들 곁에서 자두색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양치기의 어

깨에 다채로운 색깔의 새가 앉아” 쉬고 있듯이, 본향에서 인간과 자연은

평화롭게 공존한다.

이처럼 콘솔레이타는 아프리카의 여신 숭배 전통을 계승한 흑인 난민

218) 기독교의 기원 신화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를 통해 남성을 선, 여성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

원적 대립관계를 확립시켰다. 기독교 신학은 실재에 대한 이원론을 근거로 하여, 남성과 정신,

교회와 인간이 여성과 육체, 세속과 자연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위계적인 교리를 설파해 왔다.

맥해피는 유대 기독교가 남성적 유일신교로서 가부장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유대 기독교의 유일신교 체계가 다신교와 달리 신성과 섹슈얼리티를 분리시키려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신성과 섹슈얼리티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여성의 육체는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것으

로 금기시되었으며,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도 추락하게 되었다(바바라 J. 맥해피 213).

219) 태초의 낙원에서 인간은 손쉽게 풍부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일할 필요 없이 자유를 누

리는 존재였으며, 하늘에 올라 여러 신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한다(마르치아 엘리아데

『신화, 꿈, 신비』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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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콘솔레이타의 Loud Dreaming 의식은

흑인 이산 종교인 칸동블레의 입문식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220)

스테이브는 콘솔레이타의 의식이 카톨릭과 아프리카 신앙의 만남으로 탄

생한 칸동블레처럼, 여러 문화가 융해된 다원적인 종교 의례라고 보고

있다. 신세계로 끌려온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신앙과 의식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왔으며, 브라질의 칸동블레는 아

프리카의 종교 전통을 이어 받은 대표적인 흑인 이산종교가 되었다. 코

니가 칸동블레의 예만자 여신을 숭배하듯이, 흑인 이산종교는 아프리카

의 기니에서 온 신격화된 선조 수호령을 숭배한다. 이처럼 아프리카 흑

인의 전통에 기반한 이산 종교는 조상신이자 수호신들과 함께 죽은 이를

숭배하는 의식을 통해, 인종적인 단결을 촉구하고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전통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위르봉 라에네크 14). 이주 흑인들은 이산

종교를 통해 아프리카를 신성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다.

콘솔레이타와 여인들은 Loud Dreaming을 통해 대지모 여신으로 형상

화된 파이어데이드(Piedade)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죽음과 생명의 연속

성을 자각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 종교적인 각성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깨달은 여성들은 자신의 운명과 구원에 대한 결정적

인 확신을 얻게 된다. 작품 속에서 코니는 신약의 예수와 영지를 전수하

는 영적 스승, 흑인 이산 종교의 여사제와 같은 다양한 면모를 구현하고

있지만, 코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

안적인 영성이다. 무질서와 기만, 표류를 헤치고 살아남은 코니는 자신의

삶처럼 혼종적인 영성을 통해, 타락한 세상을 전도시킨 거울 같은 이상

향을 꿈꾼다. 코니가 추구하는 낙원의 모습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흑인

성모 파이어데이드와 칸동블레의 여신 예만자가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318).

220) 신진범은 콘솔레이타의 의식에 참여한 여성들이 깐동블레 입문식에서처럼 머리를 삭발하며,

코니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칸동블레 여사제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정화하는 치유 의식을 주관

하고 있다고 본다(신진범 134-135). 스테이브는 수녀원 여성들이 비를 맞으며 춤추는 모습이

깐동블레 의식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진 신도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Stave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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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적막한 바닷가에 장작처럼 검은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녀 곁에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누인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다. 상처입은 손가락들이

홍차 빛깔의 갈색머리를 만지작거린다. 조개 껍질에 비치는 밀빛, 장밋빛, 진주빛깔이 모

두 모여 젊은 여인의 얼굴에서 하나로 어우러진다. 그녀의 에메랄드 빛 눈동자는 짙은

청색으로 테를 두른 검은 여인의 얼굴을 향해 애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파이어데이드

의 노래가 이야기하는 위안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바다가 해변으

로 다가오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굽이치자, 파이어데이드는 무엇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다를 바라본다. 또 다른 배 한 척이 항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길을 잃

었다 구조된 승객들은 한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기에 온몸을 떨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들은 여기 이곳에 존재하는 낙원에서 끝이 없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

게 될 것이다.

In ocean hush a woman black as firewood is singing. Next to her is a younger

woman whose head rests on the singing woman’s lap. Ruined fingers troll the tea

brown hair. All the colors of seashells-wheat, roses, pearl-fuse in the younger

woman’s face. Her emerald eyes adore the black face framed in cerulean blue. (중략)

There is nothing to beat this solace which is what Piedade’s song is about. (중략)

When the ocean heaves sending rhythms of water ashore, Piedade looks to see what

has come. Another ship, perhaps, but different, heading to port, crew and passengers,

lost and saved, atremble, for they have been disconsolate for some time. Now they

will rest before shouldering the endless work they were created to do down here in

Paradise. (318)

이 장면에서 모리슨은 대지모 신앙과 칸동블레의 메타포를 혼용해 성모

와 이브의 이미지를 재해석함으로서 유대 기독교적인 낙원관을 해체하고

있다. 노래하는 검은 성모 파이어데이드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이상적

여성의 원형으로 묘사한 성모 마리아와 시에나의 카타리나와 달리, 고통

을 조용히 인내하며 세속을 초월하려 하지 않는다. 노래만 부를 뿐 한마

디도 말을 하지 않는 파이어데이드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선사

하는 노래를 불러 준다221). 여신 파이어데이드는 통상적인 언어의 한계

221) 기독교의 아버지 신의 말씀에 대응하는 검은 성모 파이어데이드의 노래는 찬송가를 아프리

카 전통으로 재해석한 흑인영가와, 흑인들의 애환을 반영한 블루스와 재즈를 부르는 흑인 여성

디바를 연상시킨다. 여성 가수를 뜻하는 Diva의 원래 의미는 이교에서 숭배하는 여신이라는 뜻

이며, 인간의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시와 음악을 의미하는 Muse와도 연관이 있다(카트린 클

레망 253). 고대의 여성 예언자들은 신성한 영에 압도되어 망아 상태에서 계시를 들려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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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고, 성과 속의 경계를 초월하는 노래를 통해 영적인 치유와 여

성적 영성의 신비를 구현하려 한다.

파이어데이드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운 혼혈 소녀는 콘솔레이타와 비

슷한 외양을 지니고 있다(318). 이 장면에서 소녀처럼 젊어진 콘솔레이

타는 여신 파이어데이드의 영적인 딸로서 묘사된다. 파이어데이드와 콘

솔레이타는 기독교의 피에타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데메테르

(Demeter)와 코레(Kore) 여신과 유사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마리

아의 어머니인 이브와 이브의 딸인 마리아가 하나이듯이, 데메테르와 코

레 여신은 여성적 변환 비의에 의해 하나로 합일을 이루게 된다.222) 여

성적인 영성을 자각하게 된 콘솔레이타는 파이어데이드와 동일시되어 어

머니이자 처녀인 여신으로 변형된다.223) 이 장면에서 흑인 성모 파이어

데이드와 혼혈 여신 콘솔레이타는 인종과 성별, 죽음을 초월해 순환하는

생명의 법칙을 구현하고 있다. 코니가 되찾은 본명인 Consolata Sosa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성모를 나타내듯이, 종교적 차이와 인종, 젠더

의 차이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적인 신격 속에서 포용된다. 이

처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 전통과 여성적 신성이 자연에 편재

한다고 믿었던 영지주의적 세계관, 대지모 여신 숭배의 본향인 아프리카

의 종교적 전통은 코니의 낙원에서 융합되어 여성적인 영성을 복원하게

된다. 코니의 혼종적인 비전 속에서 가부장제와 유대 기독교에 의해 억

압되어 온 신성한 여성성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락에 맞춰 노래를 불렀으며, 여사제들은 주술적 노래와 시가를 통해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에리히 노이만 477).

222) 파이어데이드와 예만자가 구현하는 피에타 이미지는 예수와 마리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

재했던 위대한 대지모 여신 숭배 전통을 연상시킨다. 고대의 조각 작품에서 대지모 여신은 딸

이나 아들 같은 존재와 함께 등장해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신비를 구현한다. 대지모 여신 종교

는 순환하며 재생하는 자연을 숭배하는 전통으로 이어져, 어머니 데메테르와 처녀 코레 여신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데메테르와 코레를 묘사한 보이오티아 조각상에 등장하는 꽃과 과일을

지닌 두 여신 중에서 누가 어머니이고 딸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에리히 노이만, 494) 여신의

아들이면서 애인이자 남편으로서 여신 곁을 지키는 남신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로 변형되었고 기독교의 피에타 이미지로 계승되었다(리안 아이슬러 70-71).

223) 모권적 비의를 대표하는 엘레시우스 비의는 여성적 신성을 단일한 존재이지만 이중적인 모

녀 여신의 양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엘레시우스 비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녀의 재결합이

다(에리히 노이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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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리슨은 코니가 에메랄드 빛 바다로 표현했던 본향을 대서양 노

예무역과 흑인 이산 문화의 중심지인 브라질의 해변으로 형상화하고 있

다. 코니의 고향이자 칸동블레가 출현한 브라질 바이아(Bahia) 지역의

흑인들은 본향 아프리카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

하다(위르봉 라에네크 160). 칸동블레의 혼혈 여신 예만자224)를 연상시키

는 콘솔레이타는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닌 이산 흑인을 대변하는 존재로,

주술과 치유 능력과 같은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을 보유한 존재이

다.225) 코니와 같은 이주 흑인의 후예들은 이산 종교를 통해 인종적인

결속을 이루고 고유의 흑인 문화를 형성했으며, 정치적인 저항을 시도하

기도 했다.226) 라에네크는 흑인 이산 종교가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원초적 과거의 기억”이자 “아이티와 신대륙 도처

에서 일어났던 노예제도 철폐운동을 이끈 저항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

한다(위르봉 라에네크 43).

모리슨이 혼종적인 존재로 형상화한 파이어데이드와 콘솔레이타 여신은

흑인 이산 종교 뿐만 아니라, 남미 원주민의 전통 신앙과도 연관된다

(Hilfrich 342). 힐프리치는 “얼굴선에 짙은 푸른색 테두리가 칠해진 파이

어데이드의 모습이 티티카카 호수에 모셔진 잉카 여왕을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한다. 원주민의 상처받은 역사를 상징하는 잉카 여왕은 cerulean

blue 빛의 옷을 입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여신이다

(Hilfrich 342). 또한 콘솔레이타는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변에 세워

진 처녀 수호신인 Nossa Senhora의 동상과 비슷한 외양을 지니고 있

224) 어부들과 난파선 생존자의 수호신이자 여성적인 창조성을 의미하는 혼혈 여신 예만자는 본

래 아프리카 요루바족의 토속 신앙에서 기원한 것이다. 흑인 노예들은 신대륙의 환경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Yemoja 여신을 Yemanja 여신으로 변형시켰다(위르봉 라에네크 69).

225) 신진범은 흑인 이산종교가 아프리카의 원시종교 형태를 기반으로 기독교의 종교의식과 교리,

성인들을 전유하여, 겉으로는 백인의 종교를 표방하면서도 흑인 고유의 조상숭배와 문화를 유

지해 왔다고 설명한다. 흑인 이산종교가 신대륙에 도입한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은 종교의식과

주술, 마법, 약초용법을 통해 계승되어 이산 흑인들의 생존에 기여했다. (신진범 205).

226) 아이티 이산 흑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뒤티 부크망(Dutty Boukman)는 부두교 의식을 통

해 식민지 노예들에게 폭동 명령을 내렸고. 부두교 의식에 참석한 노예들은 크레올어로 아프리

카 종교의 신들에게 복수를 맹세했다(위르봉 라에네크 43). 또 다른 지도자인 프랑수아 마캉달

(Francois Mackandal)은 독약과 부적을 배포하여 식민지의 백인 지배층을 위협했다(위르봉 라

에네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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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7) 남미의 민간 신앙에서 Nossa Senhora는 식민지의 억압적인 현실

을 극복하려 했던 원주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힐프

리치는 모리슨이 “대서양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코파카바나 해변을 배

경으로 삼아,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던 흑인 노예와 남미의 원주민들

을 종교적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Hilfrich 341). 흑인 디아스포

라를 촉발한 원인이었던 근대 제국주의 역사는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유

색인종과 제3세계의 여성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

러한 과정에서 서구의 기독교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함으로서 자본주의 문

명의 물적, 정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모리슨은 혼

종적이고 여성적인 영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타

자화한 유색인종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여신들은 인종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파이어데이드는 중간항로에서 희생

된 흑인 노예들을 연상시키는 배 위의 승무원과 승객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백인의 혈통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혼혈 소녀 콘솔레이

타에게도 평온한 휴식을 선사한다.

달스가는 코니가 꿈꿔온 낙원이 예외주의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미

국을 벗어난 곳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Dalsgard

244-245). 혼종적이고 개방적인 브라질은 여성과 유색인종을 억압해온

폐쇄적인 국가 미국에 대항하는 일시적인 안식처로 묘사된다. 모리슨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코파카바나 해변을 타자를 대변하는 여신

의 시선으로 묘사함으로써, 유색인종을 착취한 댓가로 번영해 온 미국의

역사를 성찰하게 만든다. 이교 전통의 혼혈 여신이 상처받은 모든 이를

포용해주는 브라질의 낙원은 신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조상의 후손임을

자인하며 타자를 배척해온 미국의 예외주의 신화를 해체하는 효과를 가

져온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미국은 신의 각별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온 선민의 나라가 아니라, 북미와 남미를 모두 아우르는 신대륙이라는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주변 국가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온 나라임

을 강조하고 있다.

227) Nossa Senhora의 동상은 회반죽으로 되어 있는 손 부분이 파괴되어 있으며 이는 손가락이

이지러져 있는 콘솔레이타의 모습과 유사하다(Hilfrich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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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리슨은 순혈 흑인 공동체 루비의 서사에 남미 혼혈 흑인의 서사

를 개입시켜서, 순혈주의를 주장한 흑인 민족주의 운동을 비판하고 있다.

흑인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합리화한 서구 기독교의 배타적

인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코니는 혼혈

흑인이라는 이유로 루비 남성들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었지만, 코니로 대

변되는 브라질계 이산 흑인들은 미국의 흑인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다. 브라질계 이산 흑인들이 흑인 특유의 혼종적인 문화를 미국의 흑인

들에게 전수해 왔기 때문이다228). 그러므로 코니는 루비 남성들의 정체

성을 위협하는 낯선 타자가 아니라 흑인 정체성의 정수인 혼종성을 현현

한 가장 흑인다운 존재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모리슨은 미국의 흑인들이

미국적인 정체성에 얽매이기보다 국경을 초월한 범대서양 흑인 문화의

일부로 흑인의 정체성에 대해 폭넓게 조망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흑

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이주해 온 흑인 노예의 후손이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를 모두 포함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스스

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듀보이스가 언급한 것처럼, 흑인이라는

인종적 개념은 혈통과 신체적 특성과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아니라, 동일

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되어

야 한다(이경원 111). 듀보이스는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노예제도와 식민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블랙 디아스포

라의 문화적 전통, 탈식민화를 향한 정치적 욕구”를 꼽고 있다(이경원

112). 르낭이 이야기했듯이, 민족적인 정체성은 과거의 노력과 희생에 대

한 기억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호미 바바

39-40). 신대륙의 흑인들은 이산의 슬픔과 고통을 공유함으로서 흑인이

라는 인종적 정체성에 눈뜨게 되었다. 그러므로 흑인들에게 진정한

Home으로서의 국가는 지리적인 국경을 초월한 것으로, 아프리카 전통에

기반한 광범위한 인종적 연대를 의미한다. 진정한 흑인의 낙원은 험난한

역사 속에서 이룩해 온 혼종적인 흑인의 문화를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228) 미국 내에서 노예거래가 금지되자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은 노예제가 존속되고 있던 브라질에

서 상당수의 노예를 데려와 노예 인구를 증식시키려 했다(위르봉 라에네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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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디아스포라 현상은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

상이 되었다. 오늘날 제3세계의 유색인종들은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수탈과 억압 때문에 여전히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인

종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흑인뿐 아니라 제3세계의 유

색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

다. 모리슨은 미즈너와 코니가 상상하는 영적인 안식처를 통해 전지구적

디아스포라의 시대에 흑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Home의 모습을 형

상화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본향은 인간이 인종과 젠더, 종교에

의해 분열되지 않고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상의 안식처로 묘사된

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모리슨이 형상화한 낙원이 상처를 치

유하고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지만, 결코 현실을 초월한 곳이 아니라

는 점이다. 흑인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 놓고 머무를 수

있는 진정한 집이자 고향 같은 낙원이 지상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콘솔레이타의 본향은 실제 코니의 고향인 브라질이 지니

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영적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낙원으로 묘사된다.

마지막 장면의 배경이 된 코파카바나 해변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는 6만명의 빈민들이 살고 있는 빈민가로 유명한 도시이다.

힐프리치는 “모리슨이 버려진 쓰레기와 술병 뚜껑이 남아 있는 곳으로

코파카바나 해변을 묘사함으로써, 브라질 사람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질병, 낙후된 노동환경과 같은 남루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

다고 본다(Hilfrich 343). 스테이브는 “기존의 낙원이 현실 세계를 거부하

는 영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것에 맞서기 위해, 모리슨이 일상에서

사용된 물건들이 버려져 있는 해변의 모습을 낙원으로 제시했다”고 주장

한다(Stave 189). 실제로 코파카바나 해변은 칸동블레의 예만자 여신을

숭배하는 송년 행사인 헤베이옹(Reveillon) 축제229)가 열리는 곳으로 유

229) 매년 마지막 날에 열리는 헤베이옹 축제에서는 인근에 사는 어부들이 예만자 여신에게 바치

는 공물을 바구니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낸 뒤 수많은 리우 시민들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참여

하는 거리 축제가 이어진다. 헤베이옹 축제에서는 성별과 나이,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변

에서 춤을 추거나 흰 옷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는 예만자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예

만자 여신에게 새해의 소망을 빌며 파도에 꽃을 흘려보낸다(페미니스트 웹진 이프 “깨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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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브라질 사람들은 헤베이옹 축제를 통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며, 예만자 여신에게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희구한다. 코파카바나 해안에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과 Yemanja 여신에

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공존하듯이, 성과 속은 끊임없이 상호 침투

하며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 기독교의 초월적인 낙원을 거부하는 모리슨

은 Reveillon 축제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낙원을 완성하려는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리슨이 형상화한 낙

원으로 인도된 승무원과 승객들은 어머니 여신의 위로를 통해 영혼을 치

유하고, 낙원을 건설하는 끝없는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짧은 휴식을 취

한다. 모리슨의 낙원은 기독교의 낙원처럼 희생과 복종 끝에 사후에 보

상으로 주어지는 완결된 곳이 아니다. 모리슨의 낙원은 이상을 품고 살

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일

상의 안식처로 묘사된다.

모리슨은 『파라다이스』에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낙

원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외주의 공동체 루비와 미국의 인

종주의와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청교도 선조와 루비의 건국

조상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사명을 실천하려 노력

했지만, 타자와의 공존이 가능한 진정한 낙원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말았

다. 서구 기독교 문명은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낙원관을

강조하여,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현실적인 착취를 합리화해 왔다. 그러

나 낙원에 대한 열망은 현실을 부정한 채 영적인 구원을 희구하는 것만

으로 지속될 수 없다. 낙원을 꿈꾸기 위해서는 영적 구원에 대한 열망과

함께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요청된다. 모리슨은

『파라다이스』를 통해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주장한 흑인 민족주의 운동

을 비판하며, 백인들의 주류 사회에 진출해 흑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흑인들은 평등권과 피해 보상,

토지소유권 문제, 소득 재분배 문제, 소수자 인권과 같은 문제를 백인과

다른 유색인종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흑인들

여신 - 새해의 여신 예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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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현실을 개선되었을 때, 미국에 진정한 흑인의 Home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리슨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타자의 의지가 반

영된 낙원의 모습을 강조하며, 인간이 지닌 유토피아적인 열망의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결말에서 코니와 수녀원 여성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

전히 존재하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지 않고 여전히 지상의 세계를 배회하

고 있으며,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려 한다. 이

같은 설정을 통해 모리슨은 경각심을 가지고 끝없는 작업을 지속하려는

인간의 모습 자체에 낙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독

자에게 제시한다.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상적인 미래

를 꿈꾸는 루비 사람들과 수녀원 여인들처럼, 진정한 Home을 건설하려

는 의지 속에서 새로운 낙원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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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호손과 모리슨은 미국적인 유토피아 사상을 실

천하려 했던 미국인들의 모습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려 했다는 공

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작가는 작품을 통해 미국인들이 청교주의의 천

년왕국 사상과 근대적인 유토피아 사상이 결합된 형태의 이상 국가를 추

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년왕국 신앙은 미국인들의 도덕적인 책임

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

려는 의지의 원천이 되어 왔다. 또한 미국인들은 미국을 근대적인 유토

피아 국가로 규정하고, 근대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근대화에 성공한 미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회

적인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을 대변하는 국

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물질적인 번영은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목 하에 신대륙의 여성과 흑인, 자연을 대상화하고 착취함

으로써 이룩된 것이었다.

호손과 모리슨은 작품 속에서 미국적 이상주의에 드러난 한계에 주목하

고 있다.『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당대의 사회 개혁 운동과 대

중 문화를 통해, 미국인들의 유토피아적인 열망 속에 내재된 결함과 모

순을 형상화하려 했다. 호손은 전전시대를 주도했던 중산층 지식인 남성

의 목소리를 통해, 근대 국가로서 성장하고 있던 미국이 추구했던 변혁

과 그에 따른 혼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인공 커버데일이 참여

한 개혁공동체의 이상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닌 도덕적, 인식적인 한계

로 인해 좌절되고 만다. 작품 속에서 호손은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외

양과 실체 간의 괴리에 주목하며, 도덕적인 이상주의를 명분으로 삼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려 했던 전전시대 미국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커버데일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기만을 되새기는 모습은

19세기 미국사회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비판인 동시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호손 자신의 성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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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은 『파라다이스』에서 건국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역

사의 결정적 일부분으로서 존재해 왔으나 역할을 부정당해 온 흑인들의

삶을 폭넓은 시각에서 복원하고자 한다. 신대륙의 타자로서 억압에 시달

려 왔던 흑인들의 염원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흑인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었다. 흑인들은 폭압적 현실을 견디게 해주고 위안을

주었던 성경의 계약 서사 속에서 이상적 낙원의 모습을 발견했으며, 이

를 현실로 실현하고자 서부로 이주해 갔다. 작품 속에서 루비 사람들은

분리주의 공동체를 설립하여,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횡행하던 현

실을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흑인들의 유토피아로 여겨진 흑인 민족 공

동체는 성원의 흑인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야만 유지될 수 있었다. 루

비의 지배계층은 여성주민의 몸을 통제하고 외부의 틈입을 차단함으로서

지배 이념을 실천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 루비는 가부장적인 디스토피아

가 되어 버린다. 모리슨은 루비의 역사 속에서 소외된 타자들의 삶을 흑

인 구술전통이 반영된 다층적인 내러티브로 복원하고자 한다. 모리슨은

다양한 서술주체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이 조각그림 맞추

기처럼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와 같은 이

야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미국 역사의 주역

이었으나 지배담론에서 소외되어 왔던 흑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은

폐된 이면의 진실을 직시하게 된다.

호손과 모리슨은 인종주의와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결합된 미국적 현실

과 그 속에서 억압받아 온 여성의 문제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호손과

모리슨은 작품 속의 여성들이 영역분리와 가정 이데올로기, 순혈주의로

인해 노예처럼 통제당하는 삶을 영위해야 했음을 폭로한다.『블라이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은 가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는 전전시대 여성의

모습을 베일 뒤에 감금된 노예로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노예의

현실을 유비하고 있다. 그가 본 미국은 인간을 노예처럼 예속시키는 최

면술 공연처럼 극단적인 지배와 종속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였다.

미국의 중산층은 가정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선별하고, 사적 영역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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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둠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었던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 타자의 존재는

철저히 부정되었다. 호손은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을 통해 여성을 억압해

온 미국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여성이 해방된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제노비아는 전전시대의 여성들이 억압적 사회 분위기

로 인해 “무력한 몇 마디 말만 중얼거릴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여성들이 보다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목소리를 내려는 여성 연사들이 남성 연사보다 열 배는 많아질 세상”

이 도래해, “세상이 여성의 빛나는 지성과 심성을 인정할 수 있게, 여성

들이 힘찬 목소리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예언하

고 있다(126). 호손은 제노비아처럼 선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여성

이 인습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

기고 있다. 호손은 커버데일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의 성공 또는 실패가

애정사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이 남성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세상이 여성에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13-214). 호손은 여성의 삶을 사적 영역에 예속시키려

했던 전전시대의 편협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여성이 사회적 억

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파라다이스』에서 모리슨은 루비가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여

성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루비의 가부장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결합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들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백인들이 피부색으로 여성들을

이원화하고 흑인 여성을 부정적인 타자로 만들어 성과 노동을 착취했던

방식을 전도한 것이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

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으로 인해 공동체 내부

의 동질성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철저하게 봉쇄되어야 했다. 모리

슨은 루비의 지배계층이 여성의 성과 몸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를 거

부하는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러나 계보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억압받는 루비 여성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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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게 된 팻은 지배 이념을 전복하는 대항 서사를 쓰기 시작한다.

팻 뿐만 아니라 다른 루비 여성들과 수녀원 여성들 또한 역사를 전수받

는 객체에서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지배 서사에 저

항하게 된다. 모리슨은 여성들의 대항 서사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루

비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낙원관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혼종적인 낙

원의 모습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결말에서 묘사된 낙원은 국가와 인종,

종교와 젠더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리

슨은 서구의 기독교적 낙원관과 근대적 유토피아 사상에 내재된 문제점

을 지양하고, 타자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적인 낙원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작가는 비참한 여성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연민을 표출한다

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의 인종과 성별 차이를 반영하듯 여성

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손은 백인

지식인 남성으로서 자신의 인식론적, 도덕적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폭

로하고자 하기에 냉소적이고 자괴적인 결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커

버데일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회의로 인해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며, 주관적인 상상으로 동료들을 왜곡한다. 인간 사이의 연대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없었던 커버데일은 여성들의 자매애적 연대 가능성을 부

정한다. 그는 제노비아와 프리실라가 친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링스워

스를 차지하려는 갈등으로 인해 유대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묘

사한다. 여성의 연대에 대한 커버데일의 회의적인 태도는 여성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보였던 전전시대의 미국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가적인 여성관을 지니고 있었던 호손은 여성이 폭력적인 남성과는 본

질적으로 다른 도덕적인 존재라고 여겼으며, 여성의 헌신적인 모성에 기

대어 위안을 받고자 했다. 호손은 당대 발아했던 여성운동이 지나치게

호전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성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했다. 그는 동시대 여성작가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여성의 권리를

지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결코 여성이 처한 현실은 개선될 수 없으며, 여

성문제는 지상이 아닌 천상의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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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여성혐오적인 작가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Amireh 114).

하지만 호손은 여성과 여성작가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 여성을 공격하

고 폄하하는 남성세계에 대해 강한 절망감과 무력감, 분노를 표출한 것

으로 보인다. 배임은 호손을 젠더의 심리적인 문제에 지속적으로 천착해

왔던 작가로 평가하면서, 호손이 작품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남성

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묘사해 왔다고 주장한다(Baym 108). 제노비아와

같은 호손의 여주인공들은 남성의 대상화에 저항하며, 여성적 창조력을

발휘해 새로운 도덕적 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손은 페미니스트

작가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블라이데일 로맨스』의 여성

캐릭터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수난과 곤경을 겪게 되지

만,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던 제노비아의 메시지는

커버데일과 독자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호손은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작가가 아니며, 작품을 통해 남성의 시각으

로 여성 문제의 현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페미니즘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호손과 달리 모리슨은 흑인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연대해 왔던 역사에

주목하고, 고통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욱 강해지는 여성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모리슨은 흑인 고유의 서술방식인 구

전전통을 기법화하여, 단편화된 내러티브가 교차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는 다층적 내러티브를 통해 흑인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흑인 여

성들은 집단적인 대화를 통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상대가 생각을 형성하

게 된 배경인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인 감정을 나눔으로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자 했다(패트리샤 힐 콜린스 426-427).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흑

인 여성들처럼, 『파라다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겹쳐지는

과정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독자는 여러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주의 깊게 살피고 종합함으로써

복합적인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 호손의 제한된 일인칭 남성 주인공 서

사가 내러티브에 제약과 한계를 두어 자기 성찰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모리슨의 혼종적이고 다성적인 서사의 분출은 억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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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온 주인공들의 감정과 생각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늘날의 미국은 청교주의 전통에 입각한 도덕적 절대주의와 자본주의

가 미화한 개인주의 신화가 결합된 국가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토피아적

인 미래를 보장해 주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유토피아

적인 국가를 이룩하려는 미국인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양하

고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포용하는데 실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레비

(Bernard Henri Levi)는 현대의 미국 사회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했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재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증대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여러 종류의 박물관과 기념사업을 통해

미국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념하려 애쓰고 있지만. 타자를 억압해 온

과거를 직면하고 잘못을 청산하는 작업은 등한시”하고 있다(베르나르 앙

리 레비 288). 레비는 광적인 애국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단일하고

영속적인 국가적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미

국은 오랜 세월 동안 소수자를 배제해 온 결과,230) 공통된 역사적 기억

이 부재한 추상적인 국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원이 다

양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인공물로서, 추상적인 이상과 이념에 의해 유지

되는 수수께끼의 나라”인 것이다(베르나르 앙리 레비 293). 또한 미국인

들은 “물질적인 욕망을 실현하도록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성장 신화를 맹

목적으로 추종한 결과, 비대한 사회간접자본과 선거예산, 흥행기록에 집

착하는 사회적인 비만 현상”을 보이고 있다(베르나르 앙리 레비 289). 블

라이데일과 루비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합

리화하기 위해 도덕적인 명분에 호소하거나, 도덕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맹신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미국은 다양한 이익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분열에 직면하게 되었

다.231) 미국의 극빈층과 무주택자들, 감옥 수감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

230) 레비는 반유대주의와 흑인의 투표권을 부정하고, 소수 민족들의 이중언어 사용을 국가 안위

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했던 사례 등을 예로 들어서 미국의 건국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베르나르 앙리 레비 288).

231) 헌팅턴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치갈등 뿐만 아니라 이익과 관련된 쟁점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정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새뮤얼 헌팅턴 80).



- 211 -

지만, 미국 사회는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통해 사회적인 소외 계층을 보

호하려 노력하기보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232)

또한 미국인들은 예외주의적 선민의식을 통해 여전히 다른 민족과 인종

을 배척하고 있으며,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타자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

도는 범죄와 테러, 전쟁을 유발함으로써, 유토피아적인 국가를 추구하려

는 미국적인 이상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건국조상들이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하려 했던 국가

미국은 아직까지도 도덕적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본원적인 열망으로

인해, 미국에 낙원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모든 인간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예속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될 때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토피아

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필연적으로 현실 세계에 산적한 문제들

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미국은 앵글로 색슨계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들, 원주민 인

디언들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이민자들

로 이루어진 혼종적인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233) 이산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지녔던 민족적 동질감을 상실하는 부정적

인 경험을 겪게 되지만, 동시에 타자의 문화를 포용하여 혼종적인 문화

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미국에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

232) 레비는 주류 미국인들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주 환경이나 실버 타운을 통해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으려 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주류와 소수자를 격리하려는 모습은 미

국 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당파병이 일반적인 풍토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베르나르 앙리 레비 289).

233) 현재 미국은 서로 다른 인종간의 결혼 뿐 아니라 개인적인 다인종주의가 승인되고 나아가

예찬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을 단일한 인종이 아니라 다인

종적 개인들로 생각한다. 다인종적 정체성을 수용하는 현상은 2000년의 인구조사에서 대상자의

5퍼센트 이상이 둘 이상의 인종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중적 인기 스타들이 자신의 다

원적 인종 배경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21세기 초에 개인적 다인종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세련

된 행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타이거 우즈(Tiger Woods)는 캐블리내시언(Cablinasian)이라

는 표현을 통해 백인과 흑인, 인도인, 태국인의 혈통이 합쳐진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했다(새뮤얼 헌팅턴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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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지닌 잠재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호손과

모리슨처럼 미국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에 희생된 타자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미국은 유토피아에 가까운 사회로 진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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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
of American Utopianism in
Nathaniel Hawthorne's

『The Blithedale Romance』and
Toni Morrison's『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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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 of

American utopianism in Nathaniel Hawthorne's『The Blithedale

Romance』and Toni Morrison's『Paradise』. American utopianism is

characterized by the combination of American pilgrims' millenarianism

and modern utopianism. American pilgrims tried to establish an moral

ideal state which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depraved old

Europe and they strongly believed in historic progress of America

under the divine protection of God. Besides, Americans strived to

found a modern utopian nation based on the national ideology which

advocates the cause of liberty, equality and civil rights of the

American people. Taking its place among the leading nations in

modernization by technological improvements, industrial developments

and territorial expansion, Americans have reinforced their own

convictions of founding an earthly utopian nation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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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realizing American modern values led to highly ambivalent

consequences in American history. Throughout the history of pilgrim

fathers' migration, settlement and the westward movement,

Americans have tried to establish an exclusive christian utopia by

persecuting and oppressing Native Americans and black slaves.

Ruling classes of America have rationalized their immoral conducts of

maintaining political hegemony and controling the others with the

dominant discourse such as racialism and the ideology of domesticity

and separate spheres. The combination of racial and gender ideologies

in dominant discourse of America consolidated the capitalism and the

imperialism system in America. Despite of affirming America as

modern utopian nation before the world, Americans have established

exclusive, absolute and totalitarian dystopia to the others.

Hawthorne and Morrison are the authors who criticized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of modern male subjects. They

constructed counter-narratives of main characters to outface dominant

narratives of modern male subjects and to search for the meaningful

American utopia. Hawthorne examined fervent desires for a worldly

utopia spreaded to the entire American society in the antebellum era.

Antebellum Americans tried to realize millenarian visions in puritan

tradition of America by modernization. They were determined to

create the earthly paradise in America through social reform

movemen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However, Hawthorne

disclosed that the antebellum Americans were intoxicated with self

deceiving utopian fantasy from Coverdale's standpoint. He led

Coverdale to criticize Hollingsworth's Utopian visions because

Hollingsworth gained control over the Blithedale community with

masculine charisma and converted the others in oppress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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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manner.

Also, Hawthorne revealed that materialist Westervelt commercialized

the antebellum American utopian fantasy composed of conjoined

images of modern technology and moral millenarianism in the Veil

Lady show. Westervelt was a deceitful criminal who had exploited a

laboring class woman Priscilla in his show. Hawthorne pointed out

male characters' prejudices and contradictions by feminist Zenobia's

sharp comments. Besides, he developed unconventional main character

and narrative techniques to subvert the conventions of popular

literature which had reproduced dichotomic gender ideologies in the

antebellum era.

In 『Paradise』, Morrison kept track of the history of isolated black

community Ruby in the hinterland of Oklahoma to escape from the

white racism. Ruby as a reduced version of America aspired to

become a black utopian nation based on American exceptionalism and

modern nationalism. Morrison gave attention to Ruby's pure-bloodism

which was a reversed form of the white racism in America. Ruby

people sticked to strict and exclusive blood rule and made victims of

mixed blooded people and women in Ruby. Patriarchs of Ruby have

exercised close control over Ruby women with gender ideology

mixture of racialism and chauvinism. This dominant discourse is a

reversed form of white Americans' historic crimes that have dualize

women by skin colors and have exploited black women's sexuality

and labor. Morrison wanted to construct diverse counter narratives

from different point of views of women, young generations and

outlanders in Ruby to destruct Ruby's dominant narratives composed

of puritanism, racialism and patriarchy.

Morrison presented an open and hybrid paradise to subvert the

exclusive and totalitarian paradise of Ruby at the last sce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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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 Her paradise depicted Copacabana beach in Brazil

outside the borderline of U.S.A. as the background of an alternative

paradise. Consolata, a representative of black hybrids by black

diaspora, is introduced as a new utopian subject to readers. This

ending of 『Paradise』is a challenge to western christianity and

imperialism that have objectified and oppressed blacks and women

throughout the history. Transcending beyond the boundaries of nation,

race, religion and gender, Morrison's paradise is the 21st age version

of feminine paradise found in ancient goddess religion. With this new

concept of paradise, Morrison tries to break through the

contradictions of black segregation and the limitations of American

exceptionalism. Moreover, She leads the readers to reflect on western

civilization that have oppressed non-white races, women and nature.

In conclusion, Morrison's ultimate objective of writing『Paradise』is

to introduce others' paradise sublating western modern utopia.

The last chapter summarizes essential points of this thesis and

examines American problems to be solved for making an ideal nation.

Particularly, the discussion of this chapter focuses on the feministic

aspects and possibilities of Hawthorne and Morrison who probed

women questions of America persistently. Also, the last chapter tries

to present a new version of American utopia for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changing into more hybrid one by global diaspora.

Keywords: American Utopianism, The Ideology of Separate Spheres

& Domesticity, Black Segregation, Black Dia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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