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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패션과 여성성의 관계를 사유함에 있어서 두 번째 물결 페

미니즘은 패션을 활용하여 자신을 꾸미는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낸 성차별주의적 고정관념에 갇혀 남성에게 예속된 성적 대

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 페미니즘 기조는 남성의 기대

치와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해 자신을 치

장하는 방식이 성차별주의적 통념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했

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을 속박하는 ‘여성다움’ 이미

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아야 하며, 남성 중심적 가치체계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어떠한 부조리에도 침윤되지 않은 주체성을

지켜야 했다.

이에 반해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 중심 가치체계를

고스란히 반영한 인습적 패션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여성다운 옷차림은 여성이 개인적인 욕망을 순전히 드

러내어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편이다. 그는 남성의 기대치에

걸맞게 자기 매력을 극적으로 표출하여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자 한다. 따라서 그는 클리셰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자발적으로 ‘불

명예스러운’ 전형의 화신이 된다. 지배적인 여성미 규준을 있는 그

대로 따라 적극적으로 복속과 전락의 모양새를 취하는 이러한 행위

는 기탄없는 자기표현이자, 욕구를 적확하게 채워주는 찬탄으로 자

신을 고양하는 순전한 유희이다. 남성 본위 가치체계의 전모를 파

악한 여성은 그것을 이득을 취하기에 적합한 쾌락과 흥미의 장으로

전환하여 선정적인 여성성을 능란하게 전유한다. 이를 통해 그는

궁극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가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여

성을 얼마나 천박하게 대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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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페미니즘 사조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1990년대에

캔디스 부쉬넬(Candace Bushnell)과 테리 맥밀란(Terry McMillan)

은 각각 칼럼집 Sex and the City와 소설 Waiting to Exhale에서

자기 치장을 통해 클리셰적 여성성을 체현하는 여성 인물을 제시한

다. 백인 여성 캐리와 흑인 여성 로빈은 여성성 클리셰를 현란하게

과시하는 미장을 자책 없이 즐긴다. 남성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세

심하게 치장해 통속적 모양을 내는 이 여성 인물들은 전통적 여성

성을 거부한 성과를 계도적으로 내세우는 투사나 개척자가 되려 하

지 않는다. 캐리와 로빈은 여성적 패션을 구속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여 욕망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

해 전형적 ‘여성다움’을 소신 있게 선택하며, 익숙한 여성미를 표출

하는 자기 모습과 정체성에 순전한 자부심을 갖는다.

주요어 : 캔디스 부쉬넬(Candace Bushnell), 테리 맥밀란(Terry McMillan),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웨이팅 투 엑세일(Waiting to Exhale),

패션, 여성성, 페미니즘,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 포스트페미니즘

학 번 : 2014-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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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대상

왜 패션이 문제인가? 패션은 현대 여성성의 물화된 표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 많은 이들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물질로 구성

하는 외적 측면에 주목한다. 그들은 패션을 물질적 차원으로 자기

존재 의의를 국한하기에 급급한 이의 말초적이고 ‘여성적’인 자기만

족으로 여기고 그 저열함을 향한 뿌리 깊은 냉소를 드러낸다.1) 그러

나 패션은 여성성(femininity)을 표출하는 사회적 행위 양식이다. 이

때 여성성은 기존의 남성 중심 가치 체계가 만들어낸 부차적 여성

이미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남성의 편협한 시각을

조롱하며 뚜렷한 자기 인식(self-recognition)을 가지고 타율적 선택

지를 주체적으로 자기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여성의 특질을 의미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경제

적 안정을 누리는 교양 있는 중산층 여성들이 이성애 로맨스 각본

안에서 자기 눈높이에 걸맞은 완벽한 남성 찾기를 기치로 내걸고

1)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

어 일 대 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리에서 손을 떼지 않는 여학생은 참 많습

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머리 모양에 대한 조

언과 칭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성질이 못된 나는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거울 앞에서 여학생들이 서로의 외모에 대한 조언과 칭찬만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 ”이제 됐으니 어서 강의실 들어가서 수업 준비나 하시죠. 그리고 당

신들과 경쟁할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할 때도 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

테서 들려오는 이상한 명령을 들으면 여학생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창피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탄

생』, 나임윤경(2005), 169쪽. 저자는 활발하게 학술·사회 활동을 하며 여성

들의 의식 고양—여성을 억압하는 부당한 성차별주의적 가치 체계로부터의

탈피—을 위해 힘쓰는 페미니스트이다. 지적 능력을 내보이기는커녕 천박한

물질주의에 경도되어 “머리 모양에 대한 조언과 칭찬”에 몰두한 여학생들을

훈계하는 그의 언사에서 패션이 상징하는 ‘여성적 기질’에 대한 경시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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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텍스트는, 패션이라는 각도로 바라본 여

성성을 본질적으로 찬미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 등장하는 성공한

식자 여성의 패션은 여성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는 취사선택이 가

능한 자율적인 삶의 형태인 여성성을 품고 패션을 향유하며 그 누

구도 아닌 자신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페미니즘—

특히 두 번째 물결—에서 주장하였던 여성성 개념 즉 가부장제 가

치체계에 복속된 여성의 타율적 자기 정의가 아니라 자기 가치관과

필요에 맞게 패션의 다양한 선택지를 고르는 주체적 자기 인식 행

위로서의 여성성을 다루고자 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패션과 소비 활동은 이러한 여성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들만의’ 전유물이다. 다수가 패션이 지엽적이

고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여성적’ 속성을 띠고 있다 여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패션은 남성 중심 가치체계에 예속된 (상식적인) 통

념으로서의 ‘여성성’을 확고히 하는 물질적 수단이다. 유니야 카와무

라(Yuniya Kawamura)는 패션의 본질이 가변적인 외관을 일시적으

로 치장하는 피상성이라 보는 기존의 견해(“Fashion is conceived

as irrational because it changes constantly, has no content, works

as an external decoration, and carries no intellectual elements”

Kawamura 9)가 패션의 속성을 여성화(feminization)하는 경향을 낳

는다고 설명한다. 조안 할로우스(Joanne Hollows)는 패션이 천박함

과 피상성, 하찮음과 부조리라는 ‘여성성’의 표상이 된(“the shallow,

trivial and irrational world of fashion is used to associate

femininity with shallowness, triviality and irrationality (and vice

versa)” Hollows 137-138) 이유를 패션의 속성이 가부장제 가치체계

를 그대로 답습하여 여성을 압제하고 착취(“oppressive and

exploitative” Hollows 139)하는 해악이라고 주장한 두 번째 물결 페

미니즘(second-wave feminism)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수다한 소설

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여성 인물의 내외적 아름다움을 열의에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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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하지만 동시에 ‘성숙’한 인격을 내보이지 못하고 외모 꾸미기에

치중하는 여성을 향한 경멸적 눈초리 또한 상시 유지한다. 상당수

여성 인물들의 세계는 존중할만한 인격적·지적 미덕과 그 내적 풍요

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혹은 자본과 물질의 홍수 속

에서 피상적인 가치만을 좇아 허덕이는 내면의 공허함이 만들어내

는 겉껍질만 화려한 천박함, 이 둘로 갈린다.

특히 소설 텍스트에서 (남성) 서술자는 여성을 대개 그 존재

의의가 아름다움에 있는 미적 존재로 삼아 찬미의 대상으로 그린다.

그러나 그러한 예찬은 마치 양날의 검이나 다름없어 언제든지 말초

적이고 지엽적인 흥미를 자극할 뿐인 주변적 존재를 향한 경멸로

바뀔 위험을 내포한다. 아름다운 여성 인물을 향한 동경과 사랑, 찬

탄과 욕망은 거의 모든 소설이 다루는 일종의 클리셰이다. 더불어

이러한 미인들이 텍스트 내에서 구축하는 세계 또한 ‘여성성’이라는

오래된 클리셰를 반복하고 강화한다. 복식과 화장이 대표하는 “일종

의 여성적 테마”(루즈 106)인 패션은 서술자가 “경박하고 피상적이

고 덧없고 사소한”(크레이크 332) ‘여성성’을 극명하게 그려내기 위

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는 요소이다. 또한 남성 인물의 ‘여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도 서술자는 공을 들여 그들의 섬세한

의복 선택지를 묘사하고 까다로운 문화적 취향을 상술한다. 다시 말

해 패션을 지극히 ‘여성다운’ 영역이자 부차적인 활동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시각이 문학 텍스트 안에서 서술자의 태도로서 오롯이 구현

되는 모습이 전반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사회적으로 여성

정체성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드레스와 치마, 화장, 특히 머리 모양,

하이힐 구두, 보석 장신구 등 일정한 유형”(루즈 42)의 패션을 다룬

소설은 대체로 칙릿(Chick Lit)으로 이름 붙여지고 정전으로 채워진

주류 문학에서 한 발짝 비껴난, 다분히 컬트적인 무언가로 취급된

다. 패션과 여성을 엮은 구도는 그 자체로는 도식적인 ‘여성성’ 장르

를 그야말로 명징하기 이를 데 없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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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 할로우스(Joanne Hollows, 2000)에 따르면, 제2의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성’의 체현이란 바로 가부장제 사회적 가치를 내면

화하여 수동적이고 유순하며 의존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라고 인식

하였다.

For many second-wave feminists, femininity was seen a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women’s oppression. Girls,

it was often claimed, were socialised into feminine values

an behaviour which were associated with passivity,

submissiveness and dependence. For many feminists, in

becoming feminine, women were ‘colonised’ by patriarchy

and became implicated in their own oppression. (Hollows

10)

그러나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성과 패션은 자기 본위로 행동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즐기는 여성의 자율성(“a position of

autonomy in which she takes control of her imageness as a

source of pleasure for herself” Radner 59)의 표현이다. 일례로 힐

러리 래드너(Hilary Radner)는 뚜렷한 자아 인식과 자존감을 바탕으

로 선택하고 행동하는(“a sign of feminine self-esteem, a mark of

self-control and autonomy rather than submission to the gaze of

a masculine subject” Radner 64) 여성에게서 새로운 여성성을 찾는

다. 제니퍼 크레이크(Jennifer Craik)는 베터톤(Rosemary Betterton)

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성은 여성의 신체가 지각되고 표현되는 방

식에서 정의”(96)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식 즉 “여성으로 존재하

고 여성다워지는 테크닉”(98)이 “옷과 외모와 제스처를 통해 획득되

고 표현”(42)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옷과 외모와 제스처”는 곧 패션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패션은 “신체훈련, 의복과 장식 코드, 심리

테크닉을 포함한 여성성의 테크닉”(크레이크 1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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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은 텍스트의 바깥 즉 작가가 사는 세계 혹은 텍스트의

안이자 작가가 창조한 세계 그 어디에서나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일

반적인 인식이나 그동안의 경향을 거칠게 말하자면, 패션은 좋은 의

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여성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이다. 패션을 의복과 장신구 등의 심미적 물질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한다면 어딘가 ‘부차적인’ 물질을 소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그

걸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들이 더 열중하는

지엽적인 ‘여성적’ 행위로 알려져 있다.

문학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패션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등

장인물의 외양과 성격, 그리고 시대의 속성을 설명하는 의복 즉 물

질이라는 기호를 빌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입

었는지 등을 통해 그의 가치관이나 경제력, 계층 등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서술자가 특정한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면 독자

는 그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적 가치체계에 맞추어 읽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패션은 문학 텍스트가 지향하는 사회적 의

미를 심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묘사 도구에 불과하다. 그

렇다면, 문학 텍스트 속 패션을 분석하는 의의는 더도 덜도 아니고

그저 특정한 의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상 작용을 하게끔 해서

한 인물의 개성과 성향을 드러낸다고 분석하는 것뿐인가? 그러나

우리는 실용적인 옷을 입은 여성은 보수적이고, 야한 옷을 입은 여

성은 방종하다는 클리셰적인 의미 분석 이상을 말해야만 한다.

서술자나 작가의 의도와 견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학 텍스트는 특히 여성 인물을 서술하는 국면에 이르러서는 현명

하여 존경할 만한 여성이 아니면 아예 예쁘든 못생겼든 경멸의 대

상으로 낮추어 본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연구 방향은 꾸미는 행위

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고 패셔너블한 여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을 ‘뉴트럴’하게 바라보는 태도이다. 패션과 여성성을 다루는 여성

작가의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텍스트라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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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나 자기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기존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투

사 여성이 머리 빈 속물에 불과한 멋쟁이 여성—누구나 익히 아는

조야한 여성성에 매몰된 여성—을 응당 가르쳐야 한다는 이분법적

우열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예쁘게

꾸미고 다녔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텍스트 대신 ‘여성스러운’ 자신

이 ‘지독히도 여성적’인 무엇을 좋아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당당한 자기 긍정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두 텍스트의 주된 골자는

1990년대 초반 미국의 대도시(장소는 맥밀란이 콜로라도주의 덴버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를 다루며 부쉬넬은 뉴욕 맨하탄에 초점을 맞췄

다)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커리어 우먼’들이 겪는 삶의 희로애락이

다. Waiting to Exhale은 흑인 여성 소설가 테리 맥밀란(Terry

McMillan)이 1992년도에 출간한 장편소설이다. Sex and the City는

백인 여성 칼럼니스트 캔디스 부쉬넬(Candace Bushnell)이 1997년

도에 출판한 에세이 모음집으로 저자와 그의 친구들이 뉴욕 맨하탄

에서 겪은 연애 사건들을 다룬다. 두 텍스트 모두 동시대 여성의 삶

을 가장 통렬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젊은 여성 작가들이 응축한 자

의식의 산물이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세대 즉 젊은 도시 여성이 어

떤 방식으로 ‘현대’를 살아가는지 그린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여성

상과 새로운 가치 체계 및 행동 양식으로 무장한 신세대 여성상 사

이에서 번민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좇아 돌파구를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을 연애라는 틀 안에서 그려낸다. 그들은 성과 사랑을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로 상정하고 여성 독자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인물과 상황을 설정하여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끌어내어 각자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두 텍스트 모두 등장인물들의 일상은 전부가 패션이라고 해

도 무방하다. 패션은 그들의 내밀한 꿈, 솔직한 욕망과 명확한 현실

의식 모두를 포괄한다. 두 텍스트 모두 발간 이후 수많은 여성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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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텍스트 바깥에 실제 존재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생각을 명료하게 대변하는 이들 텍스트에 열광하였다.

그들은 미국 도회지에서 성인 여성으로 살며 겪는 희로애락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익숙한 ‘여성적’ 태도와 교육받은

‘순진한’ 이론적 지식, 그리고 노회하고 ‘거친’ 남성 본위의 사회 간

의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모순을 때로는 능란하고 때로는

미숙하게 견뎌냈다. ‘여성성’은 그들의 교묘한 무기이자 수치스러운

낙인이었다. 도무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여성들은

텍스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양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여

성의 솔직한 삶이라고 단언하는 인물들을 마주한다. 인물들은 노골

적일 정도로 옷을 신경 써서 입고 화장을 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정확히 말하자면 섹시한— 외양을 과시하지만, 동시에 가족을—특히

금전적으로— 살뜰하게 부양하는 실질적 대들보 노릇도 해낸다. 또

한 이성애 로맨스라는 진부한 유희와 너무나 부조리하고 어리석은

남성들을 통렬하게 비웃다가도, 육체적 욕망과 정서적 충족감을 희

구하며 데이트를 하거나 갖가지 사교 모임을 찾아 나선다. 인물들은

각성한 여성이라면 싫어해야 할 법한 ‘여성적’ 습성도 보란 듯이 감

행하고 동시에 여성의 권익 향상을 염두에 둔 것처럼 도발적이고

전위적인 행동을 해서 텍스트에 계도적 성격도 부여한다.

두 텍스트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은 거의 다 상당한 멋쟁이

고 의복과 장신구, 미용 등에 한없는 애정과 신뢰를 나타내지만 단

지 물질과 소비만이 그들이 추구하고 결행하는 패션은 분명 아니다.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가장 적절한 옷을 골라 입는 일

도, 하이힐이나 립스틱이나 꽉 죄는 드레스 같은 색정적 요소가 강

조된 ‘여성다운’ 요소들로 클리셰 같은 섹시함을 만들어내는 일도

모두 자각과 가치판단에 의한 선택이고 스스로에게 이름과 정체성

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엘리자베스 루즈(Elizabeth Rouse, 2003)는

패션의 측면에서 나타난 여성의 자율적인 취사선택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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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장 여성은 근무 중에는 근사한 맞춤 수트와 블

라우스를, 저녁 외출을 할 때는 매혹적인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고, 주말의 집 근처에서는 운동복 차림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수준에서 옷은 어떤 종류의 활동에 그녀가 참여한다

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녀의 선택 역시 그녀가 보여지고 대

우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표시한다. 옷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인상을 ‘풍긴다’. 그녀의 직장에서의 옷차림

은 능률과 그녀의 직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그것은 동료로서 대우받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을 표현한다.

반면에 그녀의 이브닝 드레스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매력적

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서 그녀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녀의 옷 선택은 그

녀가 항상 강조하는 자신에 관한 여러 측면, 역할들의 중요

한 지표이다.(루즈 93)

특정한 “의복이 하는 성 역할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태도를 보이”

(루즈 66)는 인물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

해 자신을 만들어나간다. 그들의 패션은 스스로 선택지를 고르는 사

고와 행동의 자유이며, 기존의 사회 가치 체계를 나름의 신념에 따

라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여성성 그 자체이다. 굴종이 아닌 선택이

바로 그들이 새롭게 전유하는 여성성이다.

1958년생 캔디스 부쉬넬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뉴욕

옵저버』(The New York Observer) 지(紙)에 뉴요커의 성과 연애를

다룬 칼럼을 연재한다. 그는 이를 모아 1997년 첫 칼럼집

(anthology) Sex and the City를 출간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칼럼을 각색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1998년에 방영된다. 텍스트

의 각 장은 소제목이 달린 짤막한 일화들의 나열이다. 부쉬넬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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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서술자 나(‘I’)로 등장하여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가 아는

다양한 뉴욕 거주자들의 삶의 방식을 그려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의 칼럼니스트 친구 캐리(Carrie)의 연애와 삶에 초점을 맞춘다. 각

인물들은 함께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인맥을 통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논픽션 텍스트의 얼개는 일화 모음집이어서, 내

러티브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짧은 호흡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분신(alter ego)으로서 일

종의 주인공인 캐리가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속내를 알 수 없는 부

유한 독신 남성 미스터 빅(Mr. Big)과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텍스트의 골자를 차지한다.

1951년에 태어난 테리 맥밀란은 자신의 세 번째 장편 소설

Waiting to Exhale(1992)에서 절친한 30대 중반 흑인 여성 네 명의

직업과 연애, 가족 문제 등을 각 장마다 서술자를 바꿔가며 세밀하

게 그린다. 특히 맥밀란은 직업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성

취한 바가 있지만 남성과의 애정 문제에서는 사건 사고를 거듭하며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상황을 실감나게 서술한다. 맥밀란 본인이 소

설의 이러한 특색을 잘 살려 각색하고 제작에 참여한 동명의 영화

가 1995년에 개봉하였다. 소설과 영화 모두 현대 흑인 여성의 일상

적 희로애락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획기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아 큰

인기를 끌었다. 남편을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하였지만 그의 부정

때문에 원치 않게 이혼이라는 시련을 겪는 버나딘, 성적으로 개방적

이며 ‘나쁜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로빈, 새로운 남자를 만

날 때마다 혹시 그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Mr. Right”)이 아닐

까 하는 희망을 품는 사바나,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혼전 관계를

하고 미혼모가 되어 어머니로서만 열심히 살아온 글로리아 모두 비

록 남성에게 걸핏하면 휘둘리고 속고 이용당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

를 상쇄하는 우정을 나누며 돕고 의지하여 녹록치 않은 인생살이를

버텨나간다.

그들은 동시대의 젊은—대체로 30대 중후반—커리어 우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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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가장 잘 형상화하하고 그들의 삶의 양태가 어떤지를

단언하기 위해 사랑—인물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맨다—과 성

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두 작가 모두 스스로를 대변자의 위치

에 놓고 1990년대 초 미국 대도시에 살며 직장에 다니는 30대 중반

독신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연애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인식(self-recognition 혹은 self-assertion)이

확실한 ‘나’가 속한 ‘우리’가 누군지 말하고자 한다. 부쉬넬은 맨하탄

을 주 활동 무대로 하는 패션계 인물들의 세련된 취향과 ‘힙’한 생활

양식을 전달한다. 반면 맥밀란은 부쉬넬의 부유하고 ‘퇴폐적인’ 군상

보다는 훨씬 친근한 인물, 즉 예쁘거나 섹시하거나 멋있어 보이고

싶은 ‘보통 사람들’의 노력과 그에 따른 만족감 등 그야말로 현대 여

성의 공통 관심사로서의 패션이 어떤 것인지 재치 있게 그려낸다.

한 여성이 패션을 통해 익숙한 여성성—클리셰와 고정관념

—을 자발적으로 고스란히 보여준다면 그것은 두 번째 물결 페미니

즘이 세운 전제들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여성은 가부장에게 열등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농락당하지 않

기 위해 그의 성차별적인 시선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도권을 행사

하는 주체로 자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포스트페미니즘의 가치 체

계가 장악한 1990년대 상당수의 미국 여성들은 남성주체의 장식적

인 성적 종속물이라는 오명을 벗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진해서

수용한다. 즉 그들은 ‘독립적’인 여성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

체성을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성하려 하고—이는 남

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상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남성 관객의

전통적인 기대치에 부응하여 자신을 현란하게 치장한다. 이러한 사

회상을 감안하듯 두 텍스트의 여성 인물들은 구태의연한 태도로서

의 여성적 특질을 버리자는 기치를 내세운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

의 엄숙한 정치적 당위를 거스른다. 그들의 선택은 응당 따라야 하

는 정치적 엄숙주의 대신 그 논리가 배척한 개인적 쾌락 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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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밀란과 부쉬넬의 텍스트 모두 클리셰와 고정관념으로서의

여성성을 패션을 통해 과시하는 여성 인물을 제시한다. 두 텍스트

모두 여성인물이 전통적인 여성성 클리셰를 패션을 통해 대담하리

만치 전유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탄

받아 마땅한 부정적 여성성만을 표출하는 수동적 객체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꾸미는—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여성은 자의식 없이

성차별주의에 매몰된 희생자가 아니다. 본문에서는 인종과 경력의

측면에서 반(反)페미니즘적 클리셰를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으

로 가장 잘 활용한 ‘대표’로서 두 텍스트를 각각 분석하였다. 본 논

문은 흑인 여성이 백인·남성 주류 사회 위계질서의 말단에 자리하여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이중 억압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피

해자라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만을 보여주는—따라서 백인 여성

분석이 흑인 여성의 고난을 더욱 선명하고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데 궁극적 의의가 있는 흑백 비교(대비)가 아니다. 본문 3

장은 백인 여성주체와 흑인 여성주체가 자발적 선택으로 자기 여성

성을 규정하고, 두 번째 물결의 기조와는 대척점에 놓인 여성성 클

리셰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유희의 측면에서 패션을 향유하는 모습

을 다룬다.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맥밀란과 부쉬넬을 작가 대 작가 혹은 텍스트 대 텍스트의

형식으로 비교한 연구는 한국과 영미권을 통틀어 현 시점까지 없다.

패션이나 여성성을 키워드로 하여 맥밀란이나 부쉬넬을 다른 문학

텍스트와 비교한 연구 또한 없다. 대신 Waiting to Exhale의 경우

리사 게레로(Lisa A. Guerrero)가 칙릿이라는 장르의 문법와 인종이

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여, 직장에 다니는 30대 독신 백인 여

성의 일과 사랑을 다룬 헬렌 필딩의 1999년작 소설 Bri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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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s Diary와 비교한 바 있다. 게레로는 맥밀란의 텍스트가 칙릿

의 기본 문법 (“the image of manhood, the relationships to friends

and family, attitudes toward love and sex, ideas of marriage and

domesticity, and perceptions of self-worth” Guerrero 91)을 따르지

만 실질적인 정체성은 흑인의 사회적 위치나 생활환경 등을 충실히

반영한 시스타릿(“Sistah lit”)이며 구체적인 구현 양상이 확연히 다

르다(“differences in social battles Guerrero” 101)고 주장한다.

Though the women of both of these races have “come a

long way, baby,” black women have had to come farther.

They have had to fight for the recognition of their

womanhood after long histories of the United States

denying their affiliation with the feminine gender through

the systematic violence and exploitation of their bodies,

and the ideological distortion of their image and worth in

the national womanhood, though they have had to

convince of it of their equality. (Guerrero 101)

게레로는 공고한 백인 우월주의로 노예제와 인종 차별을 정당화했

던 미국 사회가 흑인 여성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자의적

으로 그의 정체성을 왜곡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층적 억압을

받는 흑인 여성의 여성성 경험 양상은 백인 여성의 그것과 분명 다

르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 시대의 젊은 작가’였던

두 여성이 자신이 속한 특정한 커뮤니티—성별, 세대와 계층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는—를 미국 사회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알

리기 위해 각기 쓴 두 문학 텍스트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여성성’

의 첨병 역할을 하는 패션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다시 말해 활

자화한 패션이 여성성에 대한 작가의 기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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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흑백이라는 인종적 차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패션

을 잘 알고 향유하는 개방적인 커리어 우먼들이 의도적으로 골라

보여 주는 패션이라는 기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1990년대라는 특정한 시대 상

황 속에서 새롭게 대두한 ‘신세대’ 여성이 패션을 향유하는 패러디

적 방식이 드러난 이 두 텍스트가 현대 여성이 ‘여성성’이라는 공고

한 사회적 신념—혹은 클리셰—에 대처하는 모습을 반증한다고 주

장할 것이다.

여성 작가가 쓴 텍스트를 주저하지 않고 ‘여성 문학’으로 분

류하는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대개 여성과 패션을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한다. 여성과 패션을 동류로 취급하는 남성 중심 가치 체계 아

래서 패션은 그저 특정한 의미를 암시하는 의상을 누가 언제 어떻

게 입었는가에 지나지 않는다. 패션은 ‘여성적’ 사고방식과 소비에

편집증적으로 매몰된 ‘아둔한’ 여성 인물들을 비판하기 위해 주로

등장한다. 남성이 기대하는 특정한 종류의 여성성에 귀속되어 그것

만을 재현하는 텍스트는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가치관을 지닌

독자의 경멸을 산다. 그는 패션을 순전한 물질을 과시하는 컬트적

장으로 환원하며, 의상을 몇 가지 상투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기호로 국한한다. 그러므로 일견 문학에서 패션은 여성들만의 소꿉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패션을 여성들(과 ‘여성적인’ 남성들이)이 변

방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행하는 전유물로 여겨 하찮고 졸렬한 소꿉

장난이라고 경멸하는 가부장제의 관점은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여

성성’ 그 자체를 경시한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그들이 잘 아는 틀

안에 가두어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 좋은 존재로 만든다. 남성 지배

사회 본위로 만들어낸 ‘여성성’은 정형화된 캐릭터로서 여성을 평면

적이고 단선적인 존재로 국한한다. 가부장제의 구미에 맞는 ‘여성성’

은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저항적 파괴력은 박탈당했다. 지배

자 남성은 불가해한 전복적 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그 자리

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가치를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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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여성들이 온전히 즐기는 놀이이자

완전한 역할극이 될 수 있다. 패션은 자기의식이 뚜렷한 결정권자인

‘나’의 실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배역’을 일시적

으로 뒤집어쓰고 새로운 행위를 수행하고 경험하며 자아의 역량 범

위를 넓히는 활동이다. 이들의 여성성은 자기 본위를 결행하는 이가

패션을 길잡이 삼아 자유롭게 여러 영역으로 촉수를 뻗칠 수 있는

유희적 행위이다.

따라서 여성 작가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또래의 여성의

일상—보통 ‘일과 사랑’이라 칭하는 그것—을 그리기로 작정하고 패

션을 무기로 삼아 써냈다면, 여성 작가로서 그가 말할 수 있는 여성

의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고자 작정한 그 ‘여성적’ 텍스트에서 패션

의 작동방식을 섬세하게 찾아내야만 한다. 대도시에서 사랑을 논하

는 신세대 여성들을 다루는 텍스트는 가부장제 가치체계에서 ‘여성

성’으로 칭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사랑, 성, 감정, 육체—의 혼합이

다. 이것들이 패션이라는 기표를 통해 어떻게 여성성 주장으로 귀결

되는지 분석해야만 한다.

두 텍스트에서 작가와 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여성성과 패

션을 사용한다. 좁은 의미의 패션은 “너무나 흔하고 대중적이며 통

속적”(크레이크 9)인 성질을 십분 활용하여 (작가가 그 무엇보다 강

조하고자 하는) 이성애 로맨스 각본에서 인물이 자신을 어필하고 상

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 텍스트

속 여성들은 ‘완벽한 남자(“Mr. Right”)’를 찾아 인생의 동반자로 삼

고 싶어 하는 공통적 성향을 내보이며, 남성 편력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패션을 이용한다. 패션의 궁극적 목적은 자

기주장이다. 본고에서는 여성 자신이 여성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때 패션을 어떻게 활용하며 이러한 행위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인

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패션이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알아보려한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멋쟁이 직업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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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을 그린 작가가 그들의 패션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아본다

면, 1990년대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그리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외

로운 커리어 우먼의 여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이 애정

문제로 시름하는 ‘젊고 아름다운’ 커리어 우먼들의 시대와 세계—일

차적으로는 지극히 ‘여성적’인 소재를 다룬 텍스트 그 자체이고 혹

은 독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대 담론보다 ‘자잘한’ 일상의 구체

적 일과들—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한 조성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의식 강한 젊은 여성 작가가

1990년대에 그 자신이 속한 세대를 대표하여 당대의 ‘여성 문제’를

가장 당돌하게 정면 돌파하고자 할 때, 패션이 단순한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고리타분한 기존의 여성성 논의를 해방의 촉매이자 돌파구

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

자 한다. 동시에 그가 여성성에서 과거의 클리셰적 관념을 소거하는

대신 답습하고 철저히 이용해서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해방하는 모

습을 인종에 견주어서, 다시 말해 인종적 차이가 다른 여성상을 만

들어내는가 하는 점에 집중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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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

페미니즘에 시기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여성

의 해방이지만 이는 두 번째 물결과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두 축에

서 방침이나 논리, 사고방식, 실현하는 양상 등을 달리한다.

2.1 두 번째 물결

2.1.1 배경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바람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여성은 언제나 남성의 바람대로

무엇이 되어야만 했다.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가치들은 여성성

이라는 이름 아래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 남성이 누리는 사회적 특

권에 도전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그저 순종적으로 그를 즐겁게

할 뿐인 매력적인 여성이 좋은 여성성의 표본이 되었다. 남성이 자

신을 장식하는 부차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에게 부여한 온갖 종류의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특성—섬세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순수하

거나 도발적이고 섹시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인이 여성성의 화

신으로 대접받았다. 남성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일은 많은 여성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아예 찾지 못하거나 혹은 남성중심 사회의 기

대치와는 거리가 먼 자아를 억누르는 폐단을 낳았다. 두 번째 물결

은 이러한 여성성을 구속복으로 간주하였다. 여성성을 구성하는 각

각의 요소들은 모두 억압의 증표가 되었다.

남성은 여성의 내면과 외면 모두가 아름답기를 기대하고 적

극적으로 자기 요구를 관철시켰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존

재—순수함과 자연미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추앙하는 지고의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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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다—여야 했고 또 세심하게 꾸미고 다듬어서 글래머를 뿜어내

는 예술 작품이어야 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예속의 증

거로 받아들여졌다. 어떠한 반항이나 거부도 없이 남성의 일방적인

요구에 복종하고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를 답습하는 여성들이 남성

의 기준에 따라 미를 숭상하여 자신을 가꾼다는 주장이 두 번째 페

미니즘 진영에서 횡행하였다. 그 누구도 남성에게 눈썹을 뽑고 다리

털을 밀고 입술을 칠하고 머리카락에 롤을 감으라고 주문하지 않았

다. 정력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남성은 잘생기고 몸매가

조각 같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간소한 옷차림으로 자기가 누군지

간명하게 표현할 뿐이지 자질구레한 부차적 활동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완상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의 독자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라

는 두 번째 물결의 주문에는 시시한 놀음에 정력을 쏟지 말고 거시

적이고 원대한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특히 호황

을 누린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잘 꾸며서 성적·육체

적 매력이 넘치는 가정주부는 자신이 ‘진실로’ 누군지 각성하기는커

녕 남성이 좋아하는 대로 따르고 시키는 대로 맞추어주는, 자기 존

재 의미를 전적으로 남성에게 돌리는 수동적 여성이어서 무능력과

비굴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1.2 성과

두 번째 물결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성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 가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속적

존재로 억압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였다. 활동가들은 가

부장제와 성차별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작동 방식을 밝히는 운

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의식 구조에 변혁을 일으켜 남성이 만들

어놓은 고정관념으로서의 여성성—매우 이상적이거나 매우 경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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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상—을 완전히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연스럽고 당연

하다고 여긴 여성적 삶의 양식이 부조리로 가득하기에 남성과의 관

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존재 의의를 찾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물결은 여성성을 향한 대담한 거부와 부정,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을 기치로 내건 사회 변혁 운동이다. 두 번째 물결 페

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부당한지 고발하고

여성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의 가치체계에서 해방되어 자주적으

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현실을 개혁하려 하였다. 그들은 남성 지

배 사회가 문화적·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당한

특성들이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점을 폭로하고 이러한 관행으

로서의 여성성을 철폐하려 하였다.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

의 몸짓은 관행과 절연한 혁신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

어졌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을 변혁하는 것이 두 번째

물결의 주된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사회가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

는 의무로서의 여성성 관념은, 여성을 아름다움이라는 부차적 활동

에 특화된 존재로서 남성을 기쁘게 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제한하고

한정한다. 다시 말해 여성성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

립하는 것을 저해한다.

2.1.3 논점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이 여성성의 박제가 되어 미시적이고

부차적 활동에 자각 없이 치중하다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

을 경계하였다. 인습적이고 전형적인 미인이 되지 않을 자유를 갈구

한 이 급진적 조류는 동시대 여성의 미용과 패션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당시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패션을 통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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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발현하기는커녕 그저 남성 중심 가치 체계를 충실하게 반영

한—그는 남성이 좋아하고 원하는 정형화된 역할로 자신을 한정한

다—객체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뿐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때 패션은

남성 지배 사회가 여성에게 필수적 자질로 요구하고 의무로 부과하

는 성차별주의적인 평가 기준이다. 평가 주체인 남성을 의식하며 여

성성을 육화하려는 노력은 자신을 강제하는 임의적이고 부당한 관

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물결은 ‘이상

적’이고 턱없이 높은 기준을 유념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한다

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 여성 본연의 모습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내면화한 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중점을 둔 두 번째 물

결은 여성 운동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 지배 사회에 저항하

는 반작용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은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을 남성의 요구에 일치시켜 남성 평가자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물결은 여성성이 남성과의 연관성으로 치부되

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고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자신을 소중히 여겨

분별 있게 행동하라고 훈계한다.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격하시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존엄성

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한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는 여성 소비자를 둘러싼 거의 모

든 형태의 대중문화가 여성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편으

로 ‘나는 예뻐요’ 식의 진부한 여성성 찬가를 내세우는 것을 비판한

다. ‘나는 예뻐요’는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보기에, 혹은 그러한 남성

적 시선을 내재한 여성들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 예뻐요’이기 때문

이다. ‘나는 예뻐요’가 어떠한 전제도 없이 오로지 가치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예쁨’은 언제나 관객을 수반한다. 관

찰하고 완상하고 평가하는 적극적 관객이 없는 단독적인 예쁨은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서글프겠지만) 무의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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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리사 존스(Lisa Jones, 1995)는 1970년대 초 미

국의 흑인 중심 영화(blaxploitation films)에 등장한, 성적 매력을 유

감없이 발산하는(“with bare breasts” Jones 81) 강인하고 거친 흑인

여성(“bad black chicks” 83) 표상을 분석하여 그의 패션을 사뭇 익

살스럽게 나열한다.

What you’ll get to wear. Low-cut silver maxidress with a

cropped white-mink jacket, red-plaid bell-bottoms, seashell

chocker, beige knit mini with beige, high-heel, thigh-high

suede boots, eight-inch curly Afro wig, twelve-inch nappy

Afro wig, mane of loopy, processed curls, feather halter,

black leather bells and matching jacket with wide lapels,

powder-blue maxidress with ruffled split up to the crotch,

sunshine-yellow pantsuit with brown piping and

canary-yellow applejack, and the classic combo: rabbit fur

jacket, red turtleneck, and black bells.(85)

여러 모로 가차 없는 이 흑인 여성(“a supermama” Jones 85)의 의

상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화려하고 매력적이며 전적으로 야하다.

『폭시 브라운』(Foxy Brown) 등의 영화에서 악을 징벌하는 영웅

역할을 하는 흑인 여성들은 그 가공할만한 물리적 위력(“oppressive

images of blacks that may be unsuitable, unpleasant” Jones 84)과

는 조금 다른 맥락의 ‘비실용적’ 옷을 입는다. 그들의 ‘섹시한’ 의복

은 일견 가부장제에 착취당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입을 법한,

‘트로피 와이프’를 욕망하는 남성의 권력 기호를 충족시키는 섹스어

필용 유니폼이다. 가발 등의 지극히 인위적 요소가 다분한 이 현란

한 차림은 남성의 시선을 끄는 도발적인 여성상을 내포하며 그의

‘여성성’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관습적인 모습이다.

성적 매력을 강화하는 옷차림은 이 여성을 누구나 굉장히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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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단정할 수 있는 존재—남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아를 규정

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기에 그의 관심을 받는 데 전력을 다하는

여성—로 만든다.

그러나 생각이 깊으며 참하고 정숙한 여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과 영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의상이 그를 억압하는 번지르

르한 족쇄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존스는 그의 에세이에서 마치

남성 관객을 위해 만들어낸 것 같은 현혹적인 옷을 입고 과감하게

돌아다니는 흑인 여성을 향한 남성 다수의 평가가 사랑과 찬탄으로

가득하기는커녕 음란하고 불쾌한 괴짜(“crazy black bitch” Jones

86)에 지나지 않는다고 넌지시 일러준다.

그러나 악평은 순전히 계도적인 간섭이기에 폭시의 ‘무엇 되

기’로서의 미장(美裝)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그가 원한다면, 그

는 어느 것이나 될 수 있고 임시적인 정체성을 여러 개의 가면처럼

돌려가며 쓸 수 있다. 야하고 예쁜 흑인 여성 ‘폭시’는 패션을 통해

남성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남성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이때, 여

성이 주도권을 잡고 선택을 해가며 자기 관리를 한 결과가 남성 관

객의 찬탄이라면 그 의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폭시의 진실한(진

정한) 의도가 그저 소박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성애의 화신을 기대하

고 있을 남성 관객 앞에 최고의 관능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클리셰라는 사회적 가치체계를 체현하여 자아의 외연을 넓히

는 자기실현이다. 이때 폭시는 남성 관객의 평가 틀을 조롱하거나

전복하지 않는다. 그는 클리셰를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누구보다 정

확하게 따르고 공통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한 관객에게 우스꽝스러

운 모습으로 되돌려준다. 예쁘고 멋지다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일은 자기 의지로 한 선택이며, 무엇보

다 순전한 유희이다. 그는 원하는 바를 실행할 충분하고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 폭시의 얼굴에 자리한 진한 화장과 일견 맥락을 벗어

난 비실용적이고 지극히 여성적인 옷은 ‘굳이’ 첨가한 부차적인 것

이 아니다. 관능적인 ‘폭시’로서 자아실현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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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다. 폭시 브라운은 필요하다면 창녀 분장(“posing as call girl”

Jones 84)도 마다하지 않는다. 예쁜 얼굴과 육감적인 몸매의 여성이

‘쓸데없이’ 멋쟁이로 나와 시종일관 자신을 눈요깃감으로 전시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그르치는 자학이 아니라 그 순간

의 성취이자 고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방식의 자기실현은 사

리와 도리를 중요시하는 입장의 지탄을 면하지 못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라는 구습에서 탈

피하여 온전한 주체로서 자립하기를 염원한다. 특히 두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들은 매력이라는 미명 아래 상품화된 여성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남성 관객과, 별다른 자의식이나 비판 의식 없이 자신이

예속된 틀의 부당한 규범/규준을 따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전시할

때라야만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여성을 동시에 비판하였다. 그들

에게 기대에 찬 눈으로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남성 관객이란

결국, 여성이 어쨌거나 객체에 불과하며 관상 대상일 뿐이고 혁신을

감행하기는커녕 종속적 지위에 만족하여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는

피동적 존재임을 명시할 뿐이다. 남성 관객은 여성이 남성 지배 사

회에서 여전히 남성의 욕망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고 또 채워줄 뿐

인, 자각 없이 종속된 도구적 존재라는 비극적 현실의 증표이다. 여

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데 몰두한 남성 지배 사회를 전복하기는

커녕 현상 유지하고 싶은 여성이 나름대로 표출하는 ‘잘못된’ 의지

—즉 틀을 깨고 나오는 대신 그 안에 만족스럽게 들어앉아 스스로

자기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는 두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를 절망케

한다2).

2) 포스트페미니즘을 체현한 여성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양태는 다음과 같

다.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라야 비로소 안정감을 찾고 행복해

하는 여성은 대체로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둥대다 함정에 빠

지고 자진해서 자신을 격하시킨다. 그의 선택은 정당한 선택이 되지 못한다.

어떤 여성들은 앞선 세대 페미니스트들이 투쟁하여 쟁취해낸 자율적인 선택

권을 그들의 노고에 걸맞게 사용하는 대신 괴상한 방식으로 오용하고 결과

적으로는 남성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누리는 자유와 권리

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은 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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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벨 훅스(bell hooks, 1992)가 소말리아 출신 슈퍼

모델 이만(Iman)의 패션 화보를 놓고 쓴 논평은 이러한 기조를 잘

드러낸다.

Her lips and breasts are suddenly full. Having once had her

“look” destroyed by a car accident and then remade, Iman

now goes a step further. Displayed as the embodiment of a

heightened sexuality, she now looks like the racial/sexual

stereotype. In one full-page shot, she is naked, wearing only

a pair of brocade boots, looking as though she is ready to

stand on any street corner and turn a trick, or worse yet, as

though she just walked off one of the pages of P layers(a

porn magazine for blacks). Iman’s new image appeals to a

culture that is eager to reinscribe the image of black woman

as sexual primitive. This new representation is a response to

contemporary fascination with an ethnic look, with the exotic

Other who promises to fulfill racial and sexual stereotypes, to

satisfy longings.(72-73)

훅스는 이만의 1989년 『보그』(Vogue)지 10월호 화보가 흑인 여성

을 성적 측면만 강조된 미개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국한하여 폄하한

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흑인 여성 전반이 자기

이미지에 관한 실질적 주체로서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그의 논지는

이만의 모습이 흑인 여성이 주체로서 제기하는 도발적인 성적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데 주안점을 둔다. 훅스는 이만의 관능적인 화보가

긍정적 자기 인식과 자기표현이 없고 그저 여전히 백인 남성이 흑

인 여성을 성적 객체로 보는 시선3)을 반복할 뿐이라고 읽어낸다. 그

권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를 신경 쓰는 객체처럼 행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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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욕의 화신이 되기를 자청하여 기꺼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옷

3) 미셸 왈라스(Michele Wallace, 1979)는 흑인 여성이 단순하고 말초적인 성적

도구로 전락하여 백인 남성의 경제적 이득과 쾌락 추구를 위해 인격과 인권

을 유린당하며 철저히 이용당했던 역사적 사실이, 성적으로 문란한 측면이

강조된 흑인 여성 이미지의 단초임을 예증한다.

She was labeled sexually promiscuous because it was imperative

that her womb supply the labor force. The father might be her

master, a neighboring white man, the overseer, a slave assigned to

her by her master; her marriage was not recognized by law.(Wallace

138)

그는 사회의 도덕과 질서, 상식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음욕을 품고 난교를

즐기는 흑인 여성 이미지의 연원을 여성에게 정숙함을 바라고 기대하는 흑백

남성의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찾는다. 흑인과 백인 남성 모두 노예제 당시 흑인

여성이 자기 본위로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를 박탈당했던 상황을 왜곡하여 자기

본위로 해석하였다.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픈 백인 남성 주인은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 노예를 언

제든지 자기 의지대로 쉽게 손에 넣어 이용할 수 있었다. 흑인 여성 노예는 성

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보장받

아 누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백인 소유주의 가계를 꾸려나갈 노동력을 충당하

기 위해 주인이 정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재생산을 해야만 했다. 한편 백인

남성들은 자기 소유물인 흑인 여성을 거리낌 없이 강간했다. 흑인 여성의 이러

한 성적 수탈은 백인 남성 본위 입장에서 ‘특장’으로 둔갑하여 본인이 자진해서

몰두한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배우자가 정조를 지키고 음전하기를 바란

흑인 남성은 자기 영향력을 벗어난 흑인 여성을 부적절한 성적 결합에 적극적

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낙인찍었다. 남성성을 발휘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는 욕구

와 의무감을 느끼는 가부장 흑인 남성은 여성에게 상냥하고 순종적인 태도와

정조를 으레 기대한다. 그러나 사회 위계질서의 최상층에서 자리한 백인 가부장

이 유일한 결정권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만연한

백인 중심 사회는 흑인 남성이 집안 여성들을 단속하는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해 체면을 차릴 여지를 철저히 박탈한다. 흑인 남성은 자기 손아귀

에 있는 여성(“his faithful servants” Wallace 91)을 통제하는 ‘남성적’ 면모를

발휘해 가장의 권위를 세우기는커녕, 백인 남성이 무력화한 남성성을 자신보다

위계가 낮은 흑인 여성조차 ‘존중’하지 않는 굴욕(“We had not allowed the

black man to be a man in his own house” Wallace 92)에 시달린다. 이때 흑인

여성이 관습적인 성역할—남성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는 ‘여성적인 미덕’—을 충

실히 수행해서 만족시키는 대상은 백인 남성이다. 백인 남성에게 순전한 억압만

을 받을 뿐인 흑인 가부장에게 응당 해야 할 대접—복종—을 하지 않고, 성적

맥락을 고려해 나름대로 편의를 봐주는 백인 남성의 기호를 맞춰주며 ‘쉽게’ 살

아가는(“We had been rolling around in bed with the slave master while the

black man was having his penis cut off; we had never been able to close

our legs to a white man” Wallace 92) 흑인 여성에게 흑인 남성이 느끼는 배

신감과 혐오가, 사회적으로 퍼진 상스럽고 음란한 흑인 여성이미지 확립에 기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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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고 선정적 이미지를 철면피처럼 구현하는 아름다운 흑인 여성

의 근원적인 문제가 자의식의 부재라 해석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흑인 여성이 절대 창녀가 되면 안 된다는 훅스의 기조는 일

견 굉장히 타당하지만 사실 여전히 이분법적 틀에 갇혀있다. 훅스는

흑인 여성이 창녀라는 틀, 다시 말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이

정한 ‘나쁜’ 정의를 흉내 내기만 하는 백치 같은 지적 수준에 갇히길

거부한다. 그는 건실한 자각 없이 방자하게 퇴보하는 여성을 무엇보

다 두려워한다. 훅스가 보기에 백인 호색한으로부터 흑인 여성의 존

엄성을 지키는 길은, 창녀 이미지를 암시하는 흑인 모델이 매춘과

외설 잡지라는 타락(degradation)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않는 일이

다. 훅스를 비롯한 많은 여성 지식인들은 흑인 여성의 이미지가 창

녀로 ‘팔리는’ 데 깊은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들은 대체로 성적 자유

를 옹호하지만 동시에 성적 자유와 방종에 따라붙는 흔한 이미지

(“age-old stereotype, the black female as Jezebel, the sexually

loose and aggressive figure who justified rape by white men

during slavery” Jones 80)에 분노한다. 훅스의 논설 안에서는 미감

을 일깨우며 화려하게 미디어를 도배하는 흑인 여성 그 누구도 진

실로 자유롭지 않다4). 인종 차별주의와 가부장제의 그림자(“our

4) 리사 터틀(Lisa Tuttle, 1999)은 대중매체가 페미니즘 운동의 궁극적 결과로

흔히 제시하는 “해방된 여자(The liberated woman)” 개념이 사실상 어불성

설임을 지적한다.

“대중적인 신화. 이 말이 사용되는 이면에는 만인의 문제도 개인적으로 해

결할 수 있으며, 여성은 개인적인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얼마나 ‘해방’되고, 또 여성에게 부과된 문화적

기대로부터 ‘해방’되고자 해도 가부장제 영향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여성이 해방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해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남성이나 미디어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남성측에서 보아 성공한

여성, 또는 매력적이고 남성들의 성적 요구에 응한다고 생각되는 여성을 가

리키는 경우가 많다.”(256)

터틀의 논의를 따르면, “매력적이고 남성들의 성적 요구에 응한다고 생각되는

여성”이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어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수록 그

는 ‘참된’ 각성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가부장제의 충복 노릇을 하며 다른 여

성의 의식을 억압할 뿐이다. 그의 요지를 외모와 이미지를 어필하며 ‘성공한’ 흑

인 여성 연예인을 보는 양가적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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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ing self-esteem, the ways we sexualize and objectify

ourselves” Morgan 81)를 그 무엇보다 경계하는 여성 지식인에게

해방으로서의 패션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남성 시각이 반영된 전형적 여성성이라는 기대치에 맞춰 자

신을 치장하는 여성은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까지 아무 의미를 지

니지 못했다.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여성은 페

미니스트 지식인이 보기에 같은 편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이미 물들

대로 물들어 버린 적진일 뿐이다. 흑인 남성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여성을 창녀(“bitch”, “ho”)라고 욕할 때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도 그

여성들이 잘못했으니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연대

(sisterhood)보다 강력하게 대두하는 것은 날선 비판(비난)의 목소리

이다. 흑인 여성은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된 동족을 보고 싶지 않다.

여전히 남성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여성과 함께 하는 것은 이

들에게 일종의 고문이다. 노예제 안에서 백인 남성에게 성적으로 수

탈당하고 흑인 남성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흑인 여성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남성도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조

는 여성 자신의 각성을 촉구하고 사회를 규탄하는 움직임과 맞물리

며, 포스트페미니즘과 묘한 기류 속에서 함께 돌아간다. 이런 상황

에서 흑인 여성이 자신을 섹시하게 ‘꾸미는’, 다시 말해 인공적인 무

언가를 덧칠하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덧붙이는 과정은

그 어떤 사회의 이데올로기도 개입하지 않은 흑인 여성 본연의 정

체성을 무화하는 행위로 쉽게 읽힌다. 이러한 관점은 흑인 여성이

릴랙서(relaxer)를 사용해서 머리를 펴거나 붙임 머리(weave)를 사

용하고5) 미백 크림을 쓰거나 얼굴을 밝게 만드는 화장을 하는 일이

5) 잉그리드 뱅크스(Ingrid Banks, 2000)는 땋거나 꿰매어 붙이기, 혹은 부착하

거나 엮는 식으로 인조모나 인모를 실제 자기 머리 위에 덧붙인 것이 붙임

머리(weave)라고 설명한다(“Synthetic or natural hair that is braided,

sewn, bonded (i.e., glued), or woven into already existing hair” 173). 한편

라니타 제이콥스 휴이(Lanita Jacobs-Huey, 2006)는 흑인 여성이 붙임머리

를 착용하는 실질적 의도가 그의 타고난 머리 모양과는 정반대의 생김새 즉

길고 곧은 머리를 하기 위함(“weaves and other hair attachm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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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을 배신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손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는 존중받지만 곧게 핀 머리는 지

식인의 도마 위에 오른다.

흑인 여성이 그 자신의 ‘고유한’ 미를 의식하고 그것을 강화

하는 행위는 과거에 백인 남성이 그의 미를 ‘발견’ 했을 때 그것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이국적인 무언가에 위치하

게끔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여기에 ‘여성성’의 부정적 고정관념

까지 덧붙이면 섹시함을 어필하는 흑인 여성은 상당히 위험한 존재

가 된다. ‘여성성’이라는 통념에서 꽤나 비켜난 지성인 흑인 여성의

삶이 비판의 기준점이 되고 준거가 될 때, 그 자신이 소비재 수준으

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는(“expendable” hooks 65)한 흑인 여성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화려한 패션 스타일로 포장하여 ‘여성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대중 매체에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흑인 여성 연예인들은

천박하거나 피상적인 미장과 자기애의 상징인 붙임 머리를 거리낌

없이 착용한다. 그러나 훅스 등의 식자 여성에게 이는 상당히 불편

한 광경이다. 여성 비평가들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수도 없이 마

주치는, 남성의 정욕 어린 시선을 받고 싶어 성적 대상화된 사회적

관념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급급한 여성들이 눈엣가시마냥 걸린다.

특히 그들은 이러한 흑인 여성 연예인들이 ‘아름다움’을 구현해내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섹시함이 사실상 흑인 여성을 음탕한 창녀

혹은 (언제든 백인 남성에게 노예처럼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된) 색

광이라는 왜곡된 도상으로 국한하는 궁극적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한다.

Black female singers who project a sexualized persona are as

obsessed with hair as they are with body size and body

typically used with great subtlety in order to make women’s hair appear

longer, straighter, and/or slightly wavy” 73-74)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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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 Today much of the sexualized imagery for black

female stars seems to be fixated on hair; it and not buttocks

signifies animalistic sexuality. This is quintessentially so for

Tina Turner and Diana Ross. It is ironically appropriate that

much of this hair is synthetic and man-made, artificially

constructed as is the sexualized image it is meant to

evoke.(hooks 70)

훅스는 섹시한 페르소나를 가장 훌륭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흑인 여

성 가수들이 자기 몸이 단번에 남(성)의 찬탄을 이끌어 낼 만큼 아

름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본다. 그의 논지를 따라

가면, 백인의 전형적 외양을 모방하고자 하는 흑인 여성은 상당한

돈을 주고 산 모조품을 구태여 몸에 장착하여 타고난 진정한 아름

다움—특히 손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 모양—의 가치를 퇴색시

킨다. 동시대 여성들의 선망을 자극하는 흑인 여성 연예인들이 멋진

패션을 위해 ‘부자연스러움’과 인위를 별다른 죄책감이나 비판 의식

없이 남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매춘부 이미지만 강

화한다는 비판에는 본질적 가치가 없는 성적 객체로 착취당하고 싶

지 않다는 바람이 깔려있다.

Bombarded with images representing black female bodies as

expendable, black women have either passively absorbed this

thinking or vehemently resisted it. Popular culture provides

countless examples of black female appropriation and

exploitation of “negative stereotypes” to either assert control

over the representation or at least reap the benefits of it.

Since black female sexuality has been represented in

racist/sexist iconography as more free and liberated, many

black women singers, irrespective of the quality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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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s, have cultivated an image which suggests they are

sexually available and licentious. Undesirable in the

conventional sense, which defines beauty and sexuality as

desirable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idealized and

unattainable, the black female body gains attention only when

it is synonymous with accessibility, availability, when it is

sexually deviant.(hooks 65-66)

훅스가 흑인 여성 연예인이 보여주는 야하고 화려한 성적 자유와

해방이 실질적으로는 (백인 남성의 노리갯감인) 창녀로 귀결되는 무

지의 소치라 설명하며 새로운 방식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How

and when will black females assert sexual agency in ways that

liberate us from the confines of colonized desire, or racist/sexist

imagery and practice?” 75)하였듯이 그의 후속 연구자 알시아 프린

스(Althea Prince, 2009)도 남성 지배 사회의 백인 중심 관념 체계에

갇혀 오판을 일삼는 흑인 여성들의 미장을 비판한다.

I noticed that not many women admit the things that

motivate them to continue spending money on the upkeep of

weaves and perms. I do know that in many cases, women

choose long, flowing tresses—no matter what it costs them.

Their decision to do so comes out of the thinking that long

hair makes them look “better” or more beautiful...or so that

they will be more appealing to men. I suspect that they’re

not always making choices based on their own sense of

style. They’re choosing based on society’s view of the ideal

of hair. In particular, they are seeking the approval of Black

men. That’s what I really think is at the heart of choosing to

acquire long hair, at such high cost, and going through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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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avation to look after it.(57)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길고 곧은 머리를 한 ‘예쁜’ 모습으로 뭇 남성

의 눈길을 끌고 싶어 인조 머리를 비싸게 구매(“Since the hair is

produced as commodity and purchased, it affirms contemporary

notions of female beauty and desirability as that which can be

acquired” hooks 71)하는 여성들을 어떠한 정치적 의식이나 본질적

자각도 없이 행동하는 천박한 모방자로 신랄하게 규탄하는 흑인 비

평가 중에는 남성 희극 배우도 있다. 프린스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

의 유명 코미디언 크리스 록(Chris Rock)이 그 무엇보다 미용에 열

중하는 흑인 여성을 풍자한 대목을 언급한다.

Chris Rock has stated publicly that Black women’s hair costs

more than anything they wear. He was describing women

who are perhaps overly preoccupied with their hair—so much

so, that they regularly spend long hours in hair salons,

straightening their hair and/or adding extensions and weaves

to it.(139)

미용, 더 크게 말하자면 ‘쓸 데 없는’ 패션에 열중한 여성은 좋은 평

가를 받지 못한다. 그것을 하는 여성 본인의 목소리는 거의 전면으

로 나오지 않고 비평가들의 날선 비판만이 붙임 머리가 표상하는

흑인 여성의 미장을 설명한다. 상당수 흑인 여성들의 논설이나 인터

뷰를 보면 (특히) 흑인 여성은 자기 치장의 경우에 (정치적으로) 옳

은 것을 원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나타내야만 한다. 이러한

엄격한 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

한다. 타락한 흑인 여성, 기대를 저버리거나 배반하는 여성인 셈이

다. 당연히 깨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따르고 강화하는 행동으로서의 자기 치장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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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식은 주위 사람들과 연구자의 분노를 산다.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치장하는 흑인 여성을 평가

하는 관점을 흑백 남성과 흑인 여성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백인 가부장이 흑인 여성 노예의 이국적인 생김새에 주목하고

그 순전한 객체의 ‘야만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강간을 정당화하는

방책으로 삼았던 노예제에 대한 기억은 흑인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

움을 전시하고 성적 만족을 공공연하게 추구하며 ‘외설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데 미묘한 걸림돌이 된다. 한편 흑인 남성은 노예제 시

절 백인 남성에게 부정당한 자신의 남성성을 복권하고 주장하기 위

해 보란 듯이 가부장적으로 흑인 여성을 착취한다. 이때 흑인 여성

은 남성과 맞먹는 육체적 힘으로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라도 강인하

게 견뎌내고 근면하게 궂은일을 해내기에 백인 여성에 비해 (여)성

적 매력이 훨씬 덜한 존재이다. 피부색이 옅은 여성을 선호하는 흑

인 남성에게 화려하게 자신을 꾸민 흑인 여성이란 어느 정도 컬트

적인 기호이다.6) 그가 커다란 엉덩이 등의 신체적 특징으로 표상되

는 흑인성을 바탕으로 여성미를 표출하는 흑인 여성에게 느끼는 동

질감은 쉽게 전형화·대상화로 이어진다. 이 두 가지 양상을 고려하

여, 지식인이자 페미니스트인 흑인 여성은 흑인 여성들의 퇴폐적 치

장이 남성 가치체계의 일방적인 대상화에 복속하는 일이라고 강하

게 비판한다. 그는 흑인 여성들에게 옷을 벗는다든지 해서 신체적

특성—두드러지는 크기의 엉덩이—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성적 매력

을 표출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타고난 신체

적 특성—곱슬머리—을 없애면 흑인성을 부정한다고—더욱 강력하

게 말하자면 ‘백인성’을 추구한다고—지탄한다. 다시 말해, 백인을 위

시한 다른 이들이 흑인 여성의 ‘당연한’ 흑인성(blackness)이라고 생

6)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에게 백인의 외모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흑인 여

성의 붙임머리(weave)나 릴랙서(relaxer) 사용과 연관 짓는 논의가 다수 있

다. Waiting to Exhale에서 글로리아의 십대 아들 타릭(Tarik)은 개인 취향

을 이유로 백인 여성 혹은 백인의 외적 특성—곧은 머리카락, 옅은 피부색

—을 가진 흑인 여성과 사귀기를 고집한다.



- 32 -

각하는 성질이 기존의 흔한 여성성(상)과 일치하기에 흑인 여성은

때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흑인 여성에 대

한 존중(“respect”)을 요구하는 주장의 기저에는 이전까지 받아들여

졌던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무언가로서 자신을 내보이려 하는 욕

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흑인’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클리셰를

탈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프로(Afro)나 드레드락(Dreadlocks)7) 등

7) 1960년대 미국 흑인 사회는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자존, 자부심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바탕으로 공고히 확립한 주관과 주체성(“a

positive self-image or a politically “healthy” state of black subjectivity”

Mercer 98)”을 표출하기 위해 아프로와 드레드락을 흑인성의 표상으로 내세

웠다. 그러나 코베나 머서(Kobena Mercer, 1994)는 ‘다분히 아프리카적’인

성질을 내세워 미국 내 흑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진보적 시대정신

(“ideologically right-on” Mercer 98)을 고취하였던 이 특정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통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실제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로를 아프리

카 본토의 정체성과 특질을 잘 대변하는 ‘아프리카적’ 상징이라 생각하지 않

고, 오히려 제1세계의 디아스포라들이 전용하는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흑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Neither the Afro nor Dreadlocks operate within this context as such.

In contemporary African societies, such styles would not signify

Africanness(’locks in particular would be regarded as something

“alien,” precisely the tactical object of the Mau Mau in Kenya when

they adopted such dread appearances in the 1950s); on the contrary,

they would imply an identification with First World-ness. They are

specifically diasporean. However strongly these styles expressed a

desire to “return to the roots” among black peoples in the diaspora,

in Africa as it is they would speak of a modern orientation, a
modelling of oneself according to metropolitan images of

blackness.(Mercer 111-112)

아프로와 드레드락은 인종 차별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 대중문화의 논조를

따라 자기가 누군지 정의한 흑인이 내면화한 백인 우월주의를 마침내 탈피

하고 정치적으로 각성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directly expressive of one’s

political awareness” Mercer 104)로 받아들여졌다. 아프로는 백인성을 작위

적으로 모방하는 비굴한 태도를 떨쳐 버리고(“avoid artifice and look

natural” Mercer 98) 순전한 흑인성을 내세워서 백인 중심 사회의 가치체계

에 저항하고자 하는 흑인이 마땅히 택해야 하는, 흑인 본연의 자연스러운

머리 모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내세워서 흑인성(이자 진정

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는 머서가 보기에 차라리 제1세계

시민이 제3세계라는 (명확한 실체 파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환상적’인

관념을 진지한 고찰 없이 피상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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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수입한 다른 여성의 머리 혹은 합성 재

질 머리를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 머리에 이식하고 자신

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동을 하는 여성은 가치가 없는, 존

중받지 못할 존재가 된다. 백인이 흑인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을 행

하거나 백인의 모습이나 가치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정

치적 올바름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흑인 여성의 자유는 언제

나 올바름이 기저에 있어야 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탈은 훈계의 대

상이다.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여성성과 여성 이미지를 관찰하고 파

악하는 페미니스트는 그저 남성 중심 가치체계에 복종할 뿐인 수동

적인 존재—즉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부한 여성성의 화신—와

대척점에 있다. 그는 자각하여 현실 상황의 폐단을 거부하는 자, 분

연히 떨쳐 일어나 대안과 혁신을 부르짖는 자이다. 그 결과,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적 대상으로 전락한 희생자의 이미지 실추를

회복할 방안 혹은 자진해서 복종하는 여성의 인식을 바로 잡을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이 널리 퍼진 운동 동향이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단언하는 입장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남성이 덧씌운 역할과 이미지,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홀로 자유

롭게 서기를 바란다. 이때 여성은 남성이 규정한 여성성 즉 성차별

주의와 가부장제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정체성

을 단호히 전복해야 한다.

남성 지배 사회를 완전히 탈피한 여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

에서 대다수의 여성을—그들이 각기 그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부당하게 억압 받을 뿐인 본질적 피해자로 취급하는 페미니즘은 동

지의식과 자매애를 상당히 강하게 표출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

으로 보아 자격 미달이라 사실상 자매애가 적용되지 않는 여성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어떤 의미로는 이 특정한 여

성들을 차별적인 남성 중심 가치 체계만큼이나 철저하게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남성 지배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체계의 화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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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들이 미의식과 이성애 로맨스라는 미시적인 문제—다분히

여성적인 관심사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몰두하여 남성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별다른 비판 의

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뿐, 정작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불평등

과 차별 양상 등의 큰 틀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두 번째 물결의 자유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분명한 도의를

전제로 한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의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난 여성이 자기 뜻대로 자유로이 살 수 있

는 사회를 희구하며 투쟁했다. 그들은 여성의 행동반경에 어떠한 제

약도 가하지 않고 또한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은 기존의 여성성 개

념과 기준을 치욕으로 여겨 무력화하고 또 타파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남성 지배 사회의 여성 평가 규준에서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여

성이 이상으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물결을 체득한 이에게 기존의 여성 패션은

불합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패션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은 부

조리를 주워섬기는 데 불과한 것처럼 들린다. 패션이 졸렬한 여성성

을 비호한다는 논지는 더할 나위 없이 힘이 세다. 그러나 어쩌면 가

장 가당찮은 이유가 가장 정확한 해답이다. 식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해가 엘리트주의의 맹점을 드러내고 순전한 유희와 실질적인

자유를 촉진한다.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어쩌면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나는 예쁜 미소와 좋은 치아, 멋진 가슴과

긴 다리, 탱탱한 엉덩이와 섹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적인 매력으로 여러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남자들을 다루

고 내 시장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를지도 모른다. 그렇지

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가면극이 지겹다. 나는 영원한 젊음을

가장하는 것이 지겹다. 내 자신의 지성과 의지, 성별을 속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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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지겹다. 나는 가짜 속눈썹 사이로 세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돈을 주고 산 머리카락의 그림자가 섞여

있는 것이 지겹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비와 바람

을 무서워하고,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춰 스프레이를 뿌린 곱슬머

리 속으로 땀이 스며드는 것이 무섭다. 가짜 머리털로 내 머리

를 짓누르는 것이 지겹다. 여자 화장실이 지겹다. 얼빠진 남자의

잘난 체 하는 말이 내 모든 관심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이 지겹다.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극장과 영화관에 따라

가는 것이 지겹고, 그것들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이 지겹다. 나는 복장 도착자로 사는 것이 지겹다. 나는 여장 배

우가 되길 거부한다. 나는 여자이지 거세당한 사람이 아니다.(그

리어 76)

저메인 그리어(Germaine Greer, 1970)는 패션과 여성성이 “유머나

호기심, 지성의 흔적”(74)일랑 찾아볼 수 없는 여성의 자기기만을 독

려하는 옹졸한 구속에 불과하다고 역설한다. 어떠한 꾸밈이나 거짓

도 없이 그저 순진무구할 뿐인 본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의 ‘인간’으로 살겠다는 테제는, “가짜 속눈썹”과 “가짜

머리털”로 “영원한 젊음”을 형상화해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붙어선

수많은 동족들과 함께 자기도취에 빠진 듯 거울을 보며 화장품을

덧바르고 포즈를 취하는 여성의 저열한 매너리즘을 가차 없이 비판

한다. 여성성을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이라는 이분법 척도로 평가

하는 그리어의 논의는 너무 일방적이고 계몽적이어서 패션으로 여

성성 클리셰를 내보이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국한할 뿐이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고 1970년에 나온 그리

어의 고전 『여성 거세당하다(The Female Eunuch)』에서 ‘거세’라

는 핵심 단어까지 넣어 전형으로서의 여성성과 패션을 엮어 비판한

논의를 찾아보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야릇한 자의식(혹은 자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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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한다. 그리어가 수많은 종류의 여성적 ‘지겨움’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내세운 “나”는 “가장”과 “가면극”과 “여장”이라는 직무를

완전히 그만두고 “배우”라는 알량한 역할도 사임하여 여성성이라는

지엽적 군더더기를 완전히 걷어낸 순도 백 퍼센트의 ‘인간’이다. 그

리어는 외모라는 부차적이고 피상적인 요소에 골몰하여 자기 인격

을 고사시킨, 남성의 ‘가시적’ 자산이라는 여성 전형이 되지 말고

“자신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

야 한다고 공표한다. 그리어는 “여성적인 매력으로 여러 보상을 얻

을 수 있도록 남자들을 다루고 내 시장 가치를 증가시키는” 여성성

의 “가짜” 권력에 눈이 멀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의 인습을 착실

히 따르는 여성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여성의 ‘진정한’ 의지라는 기치 아래

단언하는,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여성상은 남성이 되자고 간청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짜”와 “가장”으로 점철된 여성 클리셰에

진저리를 내며 진실한 인간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그리어가 여

자 화장실에서 만났을 “비인간적”(그리어 74) 여성들의 의욕은 여성

적 패션의 전형에 맹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패션은 클리셰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유희이다. 그들은 차라리 복장 도착자를 자청

해 즐거워할 것이다. 배우가 되고 싶어 안달을 하는 그들은 기꺼이

여장을 하고 예쁜 옷을 보면 물신숭배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면에

서 이 여성들의 세계는 차라리 물신숭배의 시장이다.

누가 패션 없이 살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피복을 잔뜩 덮

어 쓴 인간을 놓고 패션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껍질을 상처 하나 없

이 완전히 깔끔하게 분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따로 취급하려 한다.

그러나 어떠한 피륙 하나 덮이지 않은 맨몸일지라도 여전히 패션이

잔존한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패션을 완전히 소거하려는 시도는 지

극히 무익하다. 어떠한 패션도 침범하지 못한 청정하고 가치중립적

인 인간의 육체와 삶은 없다. 시시껄렁한 백상지 뭉텅이 취급을 받

는 패션 잡지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기구독자를 늘려서 한 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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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팔기 위한 몸부림으로, 자신을 ‘에디터’라는 3인칭으로 끈질기게

명시하는 기자가 당신이 곧 패션이라고 목 놓아 외치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나이고 패션은 패션일 뿐’이라는 식의 사고는 한물 간 구

닥다리 선언일 뿐이다. 현대인은 패션 속에서 살고 있고, 패션으로

써 자신을 지탱하여 살아간다.

패션은 사회적 지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언행일치를 미덕

이자 목표로 하는 페미니스트가 응당 입어야 할 옷이란 과연 무엇

일까? 페미니스트는 이성애자 부모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중산층

핵가족의 안온한 행복을 상징하는 옷을 입어도 될까? 가부장제가

여성을 틀에 찍어낸 존재로 만들고 생기를 얼마나 그악하게 말려버

리는지를 강의하는 페미니스트 여성은 ‘H라인 미디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여성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섬세하고 매끈한 종아리를

고상하게 받쳐주는 슬링백(slingback) 구두를 신고 선연히 빛나는

솔리테르(solitaire)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학생들 앞에 나

타나도 될까? 옷을 잘 입는 페미니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무

능한 것일까? 그는 ‘결국은 나도 숨길 수 없이 그리고 별 수 없이

순전한 여자’임을 드러내며 남성들 앞에 굴복한 것일까? 이러한 의

구심은 페미니스트의 지극히 세속적인 일상을 순식간에 배반의 소

지가 다분한 치명적인 지뢰밭으로 만든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공공연하게 규정하지 않는 여성 또한 패션이 기막힌 마법을 부려

자신을 정말 ‘무언가’로 만들어 주리라 부러 기대하고, 혹시나 의도

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 ‘그렇고 그런 여자’라고 매도당할까 걱정한

다. 누군가는 여성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패션’을 소거하고자 하는

시도(“Creating an alternative feminist aesthetic involves

deconstructing and rejecting existing standards or ornamental

beauty that objectify women and judge us by our physical

appearance” Collins 88)를 할 수도 있다. 패션이 여전히 남성 본위

의 성차별주의를 강화하는 가시적 치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성은

자신을 구속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당위와 그를 위한 인위를 내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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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성차에 구애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장기 없는 말간 얼굴에 어떠한 성적 함의도 담고 있지 않

은 정갈한 옷차림을 한 지적인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여성을

천박한 억압에서 해방했다고 소리치는 이는 패션의 본질적 속성을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패

션을 가부장제 사고에 여성을 복속시키는 덫으로 치부한다. 그들은

여성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남성 중심 가치 체계를 떨쳐내더라도 일

상의 패션행위로써 다시 종속되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를 답습하

고 강화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패션은 남성 지배 사

회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는 일이 아무래도 거북한 두 번째 물결 페미니스트는 익숙한

여성용 복장을 탈피하자는 목표를 계속 상기한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의 패션도 페미니즘을 실현하는데 거리끼는 존재가 아니다. 여

성은 ‘어떤 형태로든지의 패션’을 통해 자기 본위의 여성성을 자유

로이 전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직면하는 패션은 따분한 클리셰로 점철되

어 있다. 누가 패션에 신경을 쓰는가? ‘할 일’ 없는 사람 아니겠는

가? ‘마땅히 적절한’ 일을 안 하고—혹은 못하고—몸치장을 한다는

기막힌 클리셰는 유한마담이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며 그 누구보다

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소가 백화점이라는 재미있는 통념에서도

드러난다. 여유롭게 카드를 긁고 수표에 사인을 할 수 있는 자가 가

장 그럴 듯하게 패션을 사랑한다고 드높여 외칠 수 있다. 또한 몸이

아름답고 얼굴이 예쁠 때라야만 맵시 있게 젠체하며 패션을 전유하

는 시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패션의 주인인가? 미인이다! 패

션으로 가장 큰 재미를 보는—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행복하게

영위하는’—이는 미인이고, 동시에 미인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두툼한 지폐 다발을 만지는 것은 패션이다.

페미니즘 글쓰기와 패션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말해보자.

가장 교묘하고 효율적이고 멋지게 짜증을 내는 방법은 글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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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키보드를 두드리든 종이를 찢어발길 기세

로 거침없이 펜을 놀리든 간에 활자로 찍혀 나온 글이라야만 가장

힘 있게 다른 이의 심장에 냅다 비수를 꽂을 수 있다. 글쓰기란 언

제나 꽃을 피워 올리고 미풍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서

서 상쾌한 공기를 폐부에 들이미는 평화의 장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분노와 혐오, 울분과 독기로 누군가를 까발려서 쓴맛을 보여

주려 할 때 지독하리만큼 가장 잘 드는 칼날이다. 부조리를 제대로

갈겨야 하기에 꼭 뱉어내야만 하는 말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을 쥐어짜서 사나운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나’가

글을 지배할 때, 그는 읽는 이가 ‘그래 그렇지’라며 고개를 주억거리

게끔 짓누를 수 있다. 그리고 더 예쁘게 가꾸겠다는 ‘욕심’에 면도날

을 일껏 놀렸다가 피를 보고 거무칙칙한 흉터를 만드는 일이 비일

비재하듯이, 제멋에 취해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순진무구하게 작심

한 무방비 상태에서 훈육을 빙자한 활자 뭉치로 급작스레 얻어맞고

우두망찰하는 이들은 언제나 ‘짜증나도록 지겨운 바로 그 여성’이다.

한 여성이 그 자신의 삶에 회의와 염증을 느낀다면 그 이유

는 거지반 한 가지로 수렴할 수 있는데, 바로 ‘나쁜 여성’ 저격수 같

은 식자가 자매애를 빙자하여 걸핏하면 다트 놀이 하듯 던지는 계

몽적 조언이다. 일례로, 화장품 광고든 약품 광고든 간에 이제 하도

많이 쓰여서 더 이상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는 공염불 같은, ‘모든

여성이(은) 아름답다’는 흔하고 조롱기 가득한 표어(경구)는 ‘여성’과

‘아름다움’이라는 두 개념이 손쓸 수 없이 얽히고설켜서 난장판이

된 가운데 분노와 체념으로 몽롱해진 이들이 누군가를 늘씬하게 두

들겨 패는 광경을 암시한다. 여성을 여성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과격

하게 묶지 말라는 말이 횡행하지만 사실 정말이지 ‘모든 여성’은 굳

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품고 있다.

빈부와 나이, 계층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들은 각자의 정

수리에서 바늘이 뾰족하게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싫어하

는 여성이 있다. 남성에게 눈이 멀어 노예가 되거나 미쳐버린 여성



- 40 -

끼리—혹은 그러한 여성을 공적으로 삼아—헐뜯고 싸우지 말라는

잠언이 매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롱다롱 걸려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여자’와 동류 취급을 받지 않으려 그 누구보다 인생을 제대로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정신이 단단하게 똑바로 박힌 여성들이 있

다. ‘나는 절대 아무개처럼 살지 않겠다’를 신조로 내세우고 여성이

라는 지긋지긋한 클리셰에 넌더리를 내는 여성에게 패션은 가히 출

구 없는 지뢰밭이다.

그러나 ‘올바름’이라는 신앙을 제아무리 독실하게 품고 갈지

라도 때로는 올가미를 쓰는 법이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더라도 화장품 판매 사원에게 강권을 당할 수도 있

고 미용사에게 충심 어린 직언을 들을 수도 있고 옷가게 직원에게

객쩍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수렁에 빠졌

다 자각하는 순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새파랗게 질려 자

기 삶을 정말 후회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는 여성이,

여성으로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니 이상과는 너무나 요원하여 울화

통만 터지는 클리셰만 몇 가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라 허탈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왕왕 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잡히지

않도록 올바르게 살겠다는 페미니스트적 다짐은 일견 모두에게 귀

감이 되지만 사실상 자기 주변 여성들을 도끼눈으로 노려보고 치솟

는 울분을 터뜨리며 탄원서를 쓰는 데 지나지 않는다. 자신만만하게

남들을 이끌어갈 채비를 한 학자연한 페미니스트 여성의 글은 패션

을 뜨악하게 내려다 볼 뿐이다.8) 패션은 그의 두려움과 재치와 담력

8) “하얗게 분장한 얼굴로 여성성을 한껏 과시하면서 자신은 차별당한 적이 없

다고 당당하게 말하거나 이제는 모든 ‘집단적’인 것과는 결별하고 개인의 욕망

대로 살고 싶다는 신세대 여자들이 대학과 공장과 백화점을 가득 메우고,” 페

미니즘이 “화장법과 이성 교제”에 밀려 “한때 유행한 상품인 듯 떠다니”는

1990년대 한국 사회를 조한혜정(1998)은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문화 상품이 난

무하는 시장”으로 해석한다(288). “가정 영역을 선택한 여성이 패션 모델처럼

차리고 백화점을 드나들 때 치열하게 남자들과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27)어

야 이상적인 현대(조한혜정의 텍스트 기준으로는 1990년대) 식자 여성으로서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한혜정은 정치적 진지함과 이데올로기적 올바름

을 도외시하고 패션과 소비, 남성과의 성적 관계에 몰두한 여성을 상당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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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력을 가차 없이 시험한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진지한 글을

쓰는 여성이라면 여성 클리셰를 끝장내는 이 시대의 새로운 ‘쿨 걸’

즉 ‘같은 여자가 보아도 멋있는 여자’를 찬양하지, 문학 수업 시간에

그 정적 성향을 가차 없이 분석해야 하는 케케묵은 고릿적 여성상

에 대해 기쁘게 열변을 늘어놓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남성의 시선이 개입된 패션을 자기 것으로 즐기는 여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즐거운 전유가 과연 가능할까? 자신이

원하는 바가 남들 보기에 어떠한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서의 패션을 향

유하는 방식이 결국은 가부장제 질서 안의 여성 이미지에 부합한다

는 점이 보통 문제로 대두한다. 그 모습에는 분명한 미가 들어있다.

아름답고 예쁜 건 사실이다. 본인도 그것을 즐긴다. 원하는 무엇이

든 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삶이 현대 여성의 진

언이라면 패션은 일견 여성의 자유를 표방하는데 왜 눈총을 받는

것일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보다 현명하고 사려 깊기에 상처 받은

이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지성인으로서의 여성성을 주창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줄기차게 보는, 핫팬츠를 입고 육감

적인 엉덩이를 흔들며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 위로 쏟아지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상모 돌리듯 수려하게 넘기는 여성은 말할 것도 없이

그저 멍청이에 불과한가?9) 화려하게 꾸미고 남성과의 정신적·육체

적으로 서술한다.

199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년을 비운 사이

나와 함께 여성 운동을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여자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사회 주부’가 되어야 할 가정 주부들은 엘리베이터 걸처럼

치장을 하고 백화점이라는 놀이터로 가고 없었고, 그 동생들은 ‘섹시 넘버 원

Sexy Number 1’이라는 이름의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대학 캠퍼스 풍경을 바

꾸어 가고 있었다. “그 많던 여대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면서 이리저리 진

지한 여학생들을 찾아 헤매야 할 지경이 된 것이다.(25)

두 번째 물결의 기치에 맞춘 “좋은 사회”를 희구하는 페미니스트 조한혜정의 “진지

한” 엘리트주의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페미니즘에서 비판하는 남성 중심 가치

체계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립스틱 짙게 발라 섹시한 ‘걸’들을 경멸하여 지각

과 자의식이 없는 객체로 취급한다.

9) 이와 비슷한 예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적인 측면

을 강조한(“the stereotype of hypersexuality and sexual accessibilit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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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성상(“video vixen”)이 있다.

트레이시 샤플리 휘팅(T. Denean Sharpley-Whiting, 2007)은 남성 래퍼의 뮤

직비디오에 ‘미감’을 더할 목적으로 성교를 암시하며 격렬하게 춤추는 여성들의

모습(“young women’s suggestive performances in hip-hop videos—rumps

moving with the alacrity of a jackhammer, hips gyrating like a belly dancer

on amphetamines limbs akimbo, mouth agape in a perpetual state of the

orgasmic “oh” 27)이 유의미한 자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단지 남성 관객의 성차

별주의적 입맛에 맞게 왜곡된 전형적 여성성(“the repetition of particular

femininity” 27)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 reliably feminist resistance to such sexist expectations by young women

joins in tension with the practice of black female masculinity where

mimicry (of the worst of male behavior) and conformity (to the stereotypes

of female sexuality) masquerade as women’s liberation. Like hip hop

culture’s offering of sexual liberation and expressivity to young black

women, the “new niggaz” pose is but a sow’s ear. It is a perversion of

freedom, as it draws its cache not from politics but from the wells

patriarchy has left to exclusively to women: sex and beauty. On the

surface at least and perhaps individually, the ends, as the cliché goes, seem

to justify the means—female power seems to be achieved. But sex and

beauty as trade commodities are depreciating assets.(147)

샤플리 휘팅(Sharpley-Whiting)이 보기에 미디어를 장식한 흑인 여성들의 거침

없이 화려한 외양과 방종은 여성의 ‘참된’ (성적) 자유와 권능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평가 절하를 불러일으키는 클리셰에 불과하다.

저명한 흑인 페미니스트 학자 미셸 왈라스(Michele Wallace, 1990)는 『뉴욕 타

임스』(The New York Times)에 기고한, 흑인 페미니즘 관점에서 평가한 성차별

주의적 동시대 랩 음악에 대해 쓴 글에서 힙합 음악 장에서 역할을 맡은 흑인 여

성 대다수가 그 종류—래퍼나 댄서 등—에 상관없이 성차별적 유흥(“romance,

narcissism and parties”)을 향한 어떠한 비판적 자의식도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답

습하여 성적 대상으로 전락한 세태를 비판한다. 그는 존경할만한 흑인 여성 운동의

선구자들(“Winnie Mandela, Sojourner Truth, Harriet Tubman and Angela

Davis”)을 거론하며, 가부장적 흑인 남성 래퍼—그는 주인공이자 주인이다—의 성

차별적이고 노골적인 농탕(“sexual explicitness”)에 휘둘려서 성적 노리개가 된 흑

인 여성의 모습에 개탄한다. 또한 왈라스는 힙합을 다룬 대중매체에 빈번하게 등장

하는 흑인 여성의 패션이 무해한 방종에 그치지 않고 성적 대상화(“ostentatious

and fetishistic display of women’s bodies”)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se female rappers manifest the worst-case scenario: their skimpy,

skintight leopard costumes in the video of “Wild and Loose (We Like It)”

suggest an exotic animalistic sexuality. The clothes fall to their ankles.

They take bubble baths. Clearly, their bodies are more important than

rapping. And in a field in which writing one’s own rap is crucial, their

lyrics are written by their former boss, M. C. Hammer.(Wallace)

그는 백인 가부장제와 노예제가 흑인 여성에게 덧씌운 이미지—야만적이고 음탕한

행실—를 자진해서 강조하고 흑인 남성의 가치관을 자기 생각인양 부르는 흑인 여

성이 흑인 페미니즘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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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 가수들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묘할 정도로

공분을 산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지성인에게 어필하는 가수는 극성

스럽게 헐벗고 나오는 대신 ‘내면의 힘’을 강조하는 절제를 보여주

어 세련미를 강조하거나 혹은 모두가 이성으로 참아 넘기는 촌스러

운 진지함을 구사한다. 상업화된 이미지로서의 패션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나 정치 활동가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의 조카이며 각본가·배우·가

수로 활동하는 에이사 데이비스(Eisa Davis, 1995)는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

There are also women out on the dance floor who accept these lyrics as

truths about themselves—sometimes playing the bitch or ho role in the

same spiteful way that the men explode the stereotype of criminalization.

Or sometimes there’s a recognition that a woman who dares to step out of

her place, a woman who is willful or sexually uninhibited, maybe called a

bitch or ho, respectively. These women not only have a sense of humor

about being called bitches and hoes, they have a sense of pride that they

are finally being spoken to.(Davis 134-135)

And aren’t the women who do have recreational sex with hip-hop artists

or who put on a thong bikini to play a “video ho” just searching for that

place where we women can celebrate our bodies, where we can express

our eroticism freely, where we can have sexual agency?(Davis 136)

여성을 교묘하게 꾀어서 저급하고 종속적인 성역할을 할당할 뿐인 성차별주의적

대중문화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충언’이 위에서 언급한 샤플리 휘팅과 왈라스의

논조이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계도적 엘리트주의 페미니즘이 내세우는, ‘인습과 관

행에 속박당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교묘하게 한 번 비틀어

여성의 자의적이고 주도적인 전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죄책감이

나 거리낌 없이 관행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여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락’ 즉 일견

불합리적인 답습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여성 주체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뽐내서 이

익을 남기는 유쾌한 계제이다. 데이비스는 힙합 장(scene)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섹

시한 여성상을, 자의와는 별개로 오로지 남성의 이익을 위해 섹스어필을 불필요하

게 과장해서 내보여야 하는 강제적 의무로 해석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이러한

여성 이미지에서 해방이 곧 전락이라는 부조리를, 전락이 곧 해방이라는(“not just

degradation” Davis 135) 유희로 전환하는 배짱을 읽어낸다. 데이비스가 소개하는

여성은 그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종용하는 기존의 도덕관이나 사

회적 가치 체계를 개의치 않는다. 그는 자신의 느낌과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제약을 가하고 수치심을 조장하는 페미니즘적 규율에 얽매이는 대신 의문

과 반론을 제기한다. 이 여성은 차라리 클리셰적인 패션 규범을 지키는 데 몰두한

다. 그는 악명 높은 칭호일지라도 그 자신을 적확하게 표현한다면 기꺼워하며 받아

들인다. 그는 엄연히 존재하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극적으로 윤색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확

고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바람과 기호, 성향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터

놓고 인정하며, ‘객관적’인 부조리를 유머의 소재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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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문제점

상당수가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을 이미 답이 확고하게 정해진 굉

장히 쉬운 이야기라고 간주한다. 그들에게 페미니즘은 ‘도덕 교과서’

만큼이나 빤하고 ‘착한’ 이야기이다. 접근하는 방법은 복잡다단해도

언제나 결론과 목표는 차라리 단순하리만치 똑같은 이 입장은 가부

장제와 성차별주의를 타파하고 각종 직간접적 차별을 철폐하여 남

녀 간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면 그것으로 모든 논의가 깔끔하

게 끝나는 것만 같다. 페미니즘 논의는 그 전개 과정이 ‘도덕 시험

지에서 답을 추려내기’만큼이나 간단해서 불확실성이나 복합적인 면

모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을 억압하는 억지와 부당함을

지적하고 논증하고 비판하는 태도 이면에는 한 틈의 오차도 허용하

지 않는 권선징악 식의 명료한 도식이 있다. 반전은 없고 예상 가능

한 확연한 경로만이 존재한다. 페미니즘은 억압받던 객체가 마침내

자각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억압자를 징계하는 단

순명료한 권선징악 서사를 제공하며 많은 이들이 여기에 호응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분노와 쾌감 속에서 쉽게 익힌 이들이 모두 그

것을 평생의 태도로 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특히 어떤 여성들은

그것을 그저 ‘거쳐 간다.’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운동의 실질적

주체로 나선 두 번째 물결은, 여성을 말초적 영역에 특화된 부수적

존재로 규정하여 억압하는 관념으로서의 여성성을 비판하였다. 이때

여성성은 여성의 분별없는 욕망을 추동하여 남성 지배를 더욱 더

공고히 한다. 부조리한 규범이 여성을 구속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

혁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두 번째 물결은 ‘자각’ 없는 여성을 향

해 불가피하게 상당히 계몽적이고 계도적인 성향을 보인다.

두 번째 물결의 기조를 따르는 페미니스트는 성적 매력을

극대화한 여성다움 클리셰를 비판하고, 뭇 여성들이 그 클리셰를 체

현하여 욕망을 추구하는 양상 또한 여성 주체 논의에 부합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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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과 당위성이 없다며 비판한다. 식견 없고 무비판적인 여성들에

게 허황한 꿈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비인간적 취급을 받으며 말없

이 착취당하는 야하고 화려한 여성들이 레비(Levy, 2005)가 그 전모

를 밝히려다 실패한 대상이다. 그는 생각 없이 야한 여성 클리셰를

추종하는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그들을 격하의 늪에서 구

제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Unfortunately, I think the situation is worse than that.

Carrie’s character had friends, a job, and at least a few other

interests besides men and sex. The women who are really

being emulated and obsessed over in our culture right now—

strippers, porn stars, pinups—aren’t even people. They are

merely sexual personae, erotic dollies from the land of

make-believe. In their performances, which is the only

capacity in which we see these women we so fetishize, they

don’t even speak. As far as we know, they have no ideas, no

feelings, no political beliefs, no relationships, no past, no

future, no humanity.(Levy 196)

도리에 맞는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레비는 여성의 외모, 생

각, 삶의 양태 모두 타당한 맥락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맥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그는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전인으로서의 여성만이 존중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레비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앞뒤 맥락에 조응하여 자신을 온당한 전인으로 가꾸는 여성의 (이해

가능한) 삶을 독려한다.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진화를 추구하는—컨베이어 벨트에서 여성은 ‘때맞춰’ 찾아오는

환난과 희락을 겪어내야만 비로소 인간성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획

득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그리고 하지 않는—여성은 상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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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리에도 들어맞지 않는 존재이다.

레비는 여성을 전지적 시점에서 조망하듯이 내려다보아 한

눈에 파악하고 또 장악하고자 한다. 그에게 여성이란 샬레에 담아

발단부터 종결까지 모든 인생의 곡절을 대장에 기록하며 관찰할 수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한다. 그가 여성에게 요

구하는 인간성은 한 점의 거짓이나 가장, 작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레비의 기준에서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젖어 무지몽매한 여성을

해방하는 길은 ‘콘텍스트’를 따져서 각자의 ‘본질적인’ 내막을 밝히는

데 있다. 여성의 생애 내력을 해명하고 경위를 따져서 종국적으로

‘진실한’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히 이해—혹은 차라리 도출—하는 것

이 레비가 언명하는 페미니즘의 테제이다.

그러나 과거를 뒤지고 미래를 환히 예측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진실한 인간성이야말로 환상이다. 기꺼이 자신을 표본으로 만

드는 여성은 현재에 집중할 뿐이다. 그가 표출하는 정체성은 경위를

파헤쳐서 진리를 도출하는 이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차적인’ 치장

까지 하며 클리셰를 수행(“make-believe”)하는 여성은 무대에 올라

간 디바와 같다. 공연하는 ‘그 순간’ 무대에서 내보이는 모습

(“performance”)이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전부이다.

두 번째 물결의 여성성 논의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로 억

압받는 여성의 종속적, 수동적, 희생자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다. 완고하고 단호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두 번째 물결은

여성성을 체현한 여성을 자의식과 비판력 없이 맹목적으로 시류를

좇는 우둔한 존재로 취급하고 그의 주체성을 읽어낼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성차별주의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묶으려다보니 여성 각

각의 개인적 성향·취향·경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올바름’ 즉 페미니즘적 정당성이라는 엄한 규율은 고답적인

속박이 되어 ‘현실’과의 간극을 만들어낸다. 남성의 눈길을 끄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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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예쁘게 차려입었다가 생각 없는 희생자라고 일방적으로 매

도당하고 싶지 않은 후속 세대는 여성적 특질을 거부하는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이 불편하다. 일례로 작가 댄지 세나(Danzy Senna,

1995)는 그의 어머니이자 민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식인 파

니 하우(Fanny Howe)가 추구한, 고정관념과 인습에 묶이지 않은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적어도 자신에게는 전적으로 멋지고 바람직하

게만 보이지는 않았음을 고백한다.

I wanted my sixties mother to grow up, to stop protesting and

acting out—to be “normal.” I loved her, but at the same time

craved conformity. In my mind, real mothers wore crisp floral

dresses and diamond engagement rings; my mother wore blue

jeans and a Russian wedding ring given to her from a

highschool boyfriend. (She had lost the ring my father gave to

her.) Real mothers got married in white frills before a church;

my mother wed my father in a silver lamé mini-dress which she

later donated to us kids for Barbie doll clothes. Real mothers

painted their nails and colored their hair; my mother used henna.

And while real mothers polished the house with lemon-scented

Pledge, our house had dog hair stuck to everything.(Senna 8)

그가 여기서 자기 어머니와 대척점에 놓는 이미지는 1950년대 미국

가정주부로 격식을 따져 자신을 완벽하게 꾸미는 여성미의 전형이

다. 진부한 관습을 그대로 따라 치장하여 익숙한 여성 이미지를 보

여주는 일이 여성을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

하지 못하게 하는 기만적인 속박이라고 믿은 하우는, 물질주의와 대

상화를 벗어나고자 여성다움이라는 여성성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세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하우의 본의를 십분 이해하고 옳다고 인정

하지만, 어떻게든 피상적 생활방식을 탈피하여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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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위적 방식이 막상 일상에서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처럼 보였

음을 가감 없이 서술한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를 강하게 비판해 근본적이고 급진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과격해 보이는 행위도 감행한 두 번째

물결은 여성성을 세뇌시키는 주범인 대중매체와 갈등(“media

witch-hunt against feminism” Whelehan 6)을 빚었다. 대중매체는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외면 받아 공격적으로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못생긴 낙오자

(“attacks from bitter, unattractive females who could never

become Miss America themselves” Whelehan 6)로 낙인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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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스트페미니즘

2.2.1 배경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이 질문이 원점이다. 특정한 여성 부류를 빼

놓고 페미니즘을 논할 수는 없다. 특정한 여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페미니즘은 현 시대의 페미니즘이 아니다.

다음은 지독한 비극이거나 지독한 블랙코미디이거나 혹은

그저 단순한 코미디, 셋 모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공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명명하지 않는 여성들은

올바름이라는 강제와 구속에 시달리는 페미니즘 투사의 자학적인

삶을 감수하느니 그냥 마음 편한 여자로 재미있게 사는 편을 택한

다. 분명 페미니즘은 의식 활동이고 실천 운동이고 후천적 정체성—

수많은 페미니즘 입문서들이 ‘당신은 이제(부터) 페미니스트이다’ 혹

은 ‘이 모든 부조리를 깨달은 당신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초심자에게 자명한 이치를 밝혀준다—

이고 자기 명명이고 끊임없는 노력이다. 자각과 각성을 거치지 않은

천부적 페미니스트를 본 적 있는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내세우고

자 하는 이는 페미니즘 선배와 동료로부터 나름의 허가와 인정을

받는 일, 즉 일종의 페미니스트 자격시험을 거친다. 그는 정당한 분

노와 강력한 변혁 의지,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라는 확실한 적을 전

면적으로 거부하는 단호한 태도를 표출하며 현상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기에 어떠한 종류의 타협이나 순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

해야 한다.

반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부르지 않는 여성들은 언행일치

의 고단함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차마 ‘그렇게’ 되지 못할 걸 알기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지성인의 필수적 소임을 감히 사양한다.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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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의 엘리트주의적 성향에 괴리와 거부감을 느낀 그들은 페미니

즘의 행동 방침을 실천하며 자긍심을 찾는 대신 차라리 반항적인

태도로 반지성주의 노선을 탄다. 그들은 옳은 소리로 점철된 교과서

를 찢어버리고 탈선하는 청소년처럼 제멋대로 행동한다. 기존 페미

니즘이 자신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제약을 가한다고 믿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울타리를 감히 박차고 나온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느니, 자격미달의 멍청한 여자라

비난받을지라도 일상을 즐기며 제멋대로 살겠다는 두 번째 물결의

수혜자 여성들의 ‘현실’이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노골적 세계이다.

가령 어떤 페미니스트가 자랑스럽게 자신을 감히 이것도 해

보고 심지어 저것도 해본 ‘미친년’으로 칭할지라도 그는 그저 ‘쿨한’

먹물일 뿐이라 자신을 정말 성질나게 하는 진정한 ‘미친년’과는 분

명 거리를 둔다. 조안 모건(Joan Morgan, 1999)은 이러한 태도를 잘

대변한다. 그는 남성을 조롱하고 거리낌 없이 악다구니를 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배드 걸’혹은 훌륭한 기사도를 발휘하여 환상적

으로 구애하는 남성의 꿈을 꾸는 ‘굿 걸’이 혼재하고 자립과 의존이

뒤섞인 포스트페미니즘의 1990년대를, 남성 본위로 돌아가는 힙합

문화에서 누릴 수 있는 유흥의 수혜자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혼란스러운 이원성의 시대로 풀어낸다. 그는 낭만적이거나 파

격적인 이성애 각본이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라도 기꺼이 할 용의를

갖고 주저 없이 놀러 나갔던(“mack divas who rolled wit posses

fifteen bitches deep and lived for Kappa beach parties, the

Garage, the Roxy, and all things hip-hop” 37-38) 흑인 여성들에게

동질성을 느낀다.

It started with a dress. A hot little thing. A

spaghetti-strapped Armani number, with a skintight bodice

and a long flowing skirt, in that shade of orange that black

girls do the most justice. I bought it in La-La Land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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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t reminded me of New York in the seventies, with

its sexy sistas (girls with names like Pokie, Nay-Nay,

Angela, and Robin) and those leotard and dance skirt sets

they used to rock back in the day. This was back when I

was a shorty with cherries for breasts and absolutely no ass

to speak of. I used to sit on our tenement stoop mesmerized

by the way those flimsy little tops knew how to hug a tittie

in all the right places, or the way a proper Bronx Girl

Switch (two parts Switch to one part Bop) could make the

skirts move like waves. Wide-eyed, I watched regla project

girls transform into Black Moseses capable of parting seas of

otherwise idle Negros.

And I couldn’t wait to be one.(Morgan 17)

이렇게 화사한 옷차림을 하고 성적 매력을 발산하여 주위 남성들을

호리던 흑인 여성들을 경이에 사로잡혀 유심히 바라보았던 모건은

페미니스트로 성장한 훗날, 유년기의 매혹적 기억을 직업적으로 ‘제

대로 밀어붙이는’ 여성상을 혐오감에 사로잡혀 거부한다. 그는 흑인

여성의 통칭(“Ghetto Bitch. Project Ho. Welfare Queen.

Golddigger. Skeezer. Babymother. Hoochie Mama. Chickenhead”

100)이 보통 (남성에게 ‘무익한’) 성행위로 귀결되는 농탕에서 돋보

이고자 필요(그리고 능력) 이상의 현란한 겉치레를 하는 여성

(“women who reaffirm their depiction of us on vinyl” 77)을 경멸

조로 이르는 방식임을 의식하고 그러한 상황 자체나 그것을 강화하

는 외관을 경계의 눈초리로 살펴본다. 그러나 스스로를 포스트페미

니즘의 산물(“a feminism brave enough to fuck with the grays”

59)로 칭하는 모건이 여성 독자 내면의 말랑한 공감대를 건드리기

위해 (지식인 여성으로서 경탄과 존중을 받을 만한 자신의 능력치를

암시하며) ‘제대로 놀 줄 아는(다시 말해 중요한 순간에 진짜배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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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밀 줄 아는)’ 여성의 성장(盛裝)을 사뭇 익살스럽게 서술할 때,

그 이미지에 그가 그토록 경멸하는 꽃뱀과 매춘부의 전형이 고스란

히 드러난다. 모건은 자신의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적 면모

(“decidedly un-P.C. but very real” 57)를 드러내기 위해 패션을 이

야기하면서 결국 퇴폐적이고 과감한 매춘부 형상을 즐겁게 전유하

자는 제창으로 나아간다.

앞의 인용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패션을 최대치로 활용하

는 여성을 내세워서 모건이 강조했던 바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자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한다면 응당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

야 마련’이라는 논조로, 자기 또래의 젊은 흑인 여성을 향한 응원이

다. 그러나 페미니스트인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교묘하게 자신을

잘 간수하는 꾀바른 지식인 여성의 가장 무도회가 성황리에 안전하

게 열리는 모습일 뿐, 생존과 유흥 사이를 절묘하게 봉합하려 노력

하는 게토 거주 피험자의 도발적이고 당돌한 자기만족은 아니다. 모

건은 요부(“the Jezebel”)의 유니폼을 입어보는 점잖은 여성에게는

박수갈채를 보낼 기세로 글을 쓰지만10) 요부 그 자체가 삶이라는

피부처럼 붙어버린 여성이 고심해서 치장한 외관은 피상적이고 천

박하기가 그지없는 무가치 그 자체로 치부한다. 이렇게 ‘과하게’ 여

성성을 드러내며 멋을 낸 흑인 여성을 혐오와 조롱으로 얼룩진 통

칭으로 덮을 때, 자극적인 패션은 ‘여성성’이라는 타성에 젖은 자의

10) 모건은 교육을 잘 받은 흑인 여성(“highly independent, well-educated,

intelligent, driven sistas” 135)이라면 응당 각성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연유

한 ‘한 끗 차이’ 때문에 즉물적인 ‘섹시함’을 앞세워 남성(과 가부장제 사회)

에 정서적·경제적으로 매달리는 흑인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계질서가 패션 기교를 정당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모건이 비판하는 흑인 여성은 남아도는 시간이

많은 무직 여성, 즉 존중받을 만한 실질적 능력이 성(性)밖에 없어 남성에게

잘 보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돈줄을 마련하고, 일말의 숙고 없이 되는 대

로 아이를 낳아 복지 원조를 따낼 자금 확보용으로 적당히 키우며 몸치장에

만 열중하는 빈민가의 여성이다. 모건은 이러한 여성이 자연스러운 쾌락 행

위를 만끽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쉽고 부적절하게 원하는 것—주로 돈—을

얻어내는 행태라 여기고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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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못한 자만이자 전유물처럼 읽힌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누가’ 의식적으로 ‘뽑아낸’ 특성들을 얼

마나 잘 통제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자립이나

자조와는 거리가 먼 여성이 행하는 패션 이미지의 몇 가지 특색을

그러모아 만든 유희적 패션은 자력으로 생존하여 품위를 지키는 올

바른 존재가 잘 입었을 때—다시 말해 제어당할 수 있을 때—만 기

피당하지 않고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다. 야한 옷차림으로 퇴폐라는

강렬한 재미를 보는 식자 여성이 여성 해방 전선의 투사가 되느냐

아니면 이욕에 눈이 멀어 신념을 배신한 후안무치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그가 오로지 믿는 것은 자신의 본질이 숭고한 가치

를 지닌다는 생각(“Evidently we’re a li’l more high maintenance

than those oh-so-grateful chickenheads, who are basically

grateful to sit up in the house, make babies, and go shopping”

135)이다. 따라서 품위 있게 가다듬은 진정성 있는 흑인여성성

(“Afro-femme regality, refined sensuality, or womanist strength”

199)을 추구하는 모건이 힙합 음악에서 질리도록 들은 ‘졸부처럼 치

장한 발정난 매춘부(“the lyrical personas of hyper-sexed,

couture-clad hoochie mamas” 199)’의 탈을 쓴다는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 이유는 내면에 시금석처럼 자리한 이지와 미덕을 그 누군

가가 발견해주리라는 신념이다.

그러나 때로는 패션만이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한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매춘부라고 칭하는 여성이 싸구려 의상과 모

조품 장신구를 촌스럽게 걸쳐서 저속한 여성미 즉 노골적 섹시함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차라리 무지와 순진함과 결백을 증명하는 셈이

다. 클리셰 수준으로 분장한 관능적인 매춘부의 옷은 이미 그 자체

가 우스꽝스럽게 굳어버린 화석이고 캐리커처일 뿐이다. 매춘부를

상징하거나 암시하는 의상은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특정한

테마를 살린 놀이공원이다. 그것은 누구나 원하면 살 수 있는, 환하

게 불을 밝혀놓은 대형 마트에 널린 기성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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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군가의 ‘참된’ 정체성이 매춘부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일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매춘부로 행세하는

이들은 어쩌면 파도타기 하듯 위험 자체를 즐긴다. 그들의 가장(假

裝)은 그들이 말도 못하게 핍박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막 모험을 시작했고, 그들이 갈망하는 짜릿함이 종이 한 장의 앞뒤

간격으로 붙어있는 위험을 반드시 동반해야만 실현 가능하다는 증

거이다. 그의 외관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이다. 심중을 탐색하

는 일보다 겉모습으로 표현한 의도에 맞춰 적절하게 즉각적으로 반

응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바이다. 그들은 매춘부로 ‘보이기’를 자발

적으로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춘부의 옷에 켜켜이 쌓여있는 오

래된 금기 사항과 책망의 소지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감행하고 불

사한다. 그들이 가장하는 ‘외설성’은 그들을 외설로 규정하는 이들의

더 음험한 ‘외설성’을 폭로한다.

모건이 이중적인 태도로 백안시하는, 각성하지 못한 ‘미친년’

은 ‘보통 여자’로서 어디에나 있다. 소비와 환락과 이성애 로맨스와

대중문화에 매몰된 여성들이 텔레비전과 잡지를 도배하고 쇼핑몰에

진을 치며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한다. 페미니스트가 나서서 ‘개

념’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여성들이 도처에 차고 넘친다. 남성들의

욕망 어린 시선을 끄는 실리 외에는 딱히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

운, 비실용적이고 부적절한 옷을 변명 없이 입고 다니는 여성들을

향한 날카로운 일갈은 페미니즘 책에서 남성 중심 가치 체계의 부

조리를 향한 지적만큼이나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슬럿 워크

(SlutWalk)의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

신을 위해 입었다는 주장11)은 잠시 접어두자. 분명한 사실은 1920년

11) 남성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족이라고 말하느냐 혹

은 남성 관객들이 잔뜩 깔려있는 저 무대에서 나를 바라볼 그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고 싶다고 말하느냐이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은 전자를 선호

할 것이다. 그들이 최대치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의 태도이다. 순전한

자기만족이라야 그나마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페

미니즘은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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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 1990년대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분명 남성

을, 아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미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 신중히 옷을 고르고 공들

여 화장을 한다는 점이다.

복고를 가장 급진적이고 전위적이고 최신 경향으로 자리매

김한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를 사는 여성은 치욕을 어이없지만 웃겨

서 갖고 놀기 좋은 재미로 바꾸어 전유한다. ‘나’가 괜찮기 때문에

틀을 용인하는 여성은 남성 중심 시각으로 만들어낸 여성성 기준을

재미있어 하고 거기에 자신을 기꺼이 맞추어본다. 두 번째 물결 페

미니즘의 금기 사항을 깨고 법도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해

버리는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기대치에 반기를 드는 대신 보란 듯이

그럴듯하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는 객

체 노릇 하기를 딱히 개의치 않는다. 따라서 야하고 노골적인 성적

객체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생각에 즐거운

교성을 지르는 여성이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다.

2.2.2 논점

포스트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성차

별주의적 고정관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의 패션을 옹호하는 것처

럼 보인다. 패션은 남성의 시선에 종속된 상태를 여과 없이 표출하

는 클리셰의 반복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여성 단독자의 고유한 영역

이고 미적 개성 표출이냐 하는 문제가 부딪히는 일종의 각축장이다.

그러나 대체로 패션은 여성들이 남성 관객을 기쁘게 해주려고 물심

양면으로 굳이 노력하는 장으로 여겨진다. 판타지와 역할극이라는

두 요소가 패션의 기본 요소이고 패션이 페미니즘과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패션은 신체의 바깥에

무언가를 ‘굳이’ 덧씌우는 행위이다. 행위 주체와 그를 둘러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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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가 들어간 인공적 요소라는 점이 바로 패션을 문젯거리이자

골칫거리로 만든다. 여성이 자신의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수단인 패션이 성차별주의 가부장제의 의지를 십분 반영하여

익숙한 여성성을 고착되게끔 한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한다. 패션은

모든 사회적 의미망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

나 모두가 잘 아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클리셰 같은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 패션에서 비롯한 연상 작용의 작동 양상을 개인이

임의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여성들은 현실에서 “mistresses,

whores and breeders”(Giddings 43)가 되지 않기 위해(혹은 국한 당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패션은 “mistresses, whores and

breeders”의 판타지를 제공한다. 패션은 “mistresses, whores and

breeders”가 되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천진난만하게

제언한다. 이미 특정한 의복 속에 있는 함의나 느낌을 함부로 제거

할 수는 없다. 결국 관건은 이미 존재하는 옷과 이미 존재하는 함의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옷이 품고 있는 유구한

판타지(<그림 1>)를 어떻게 단시간에 칼로 무 자르듯이 없앨 수 있

겠는가? 그 결과, 여성을 ‘예쁘게’ 꾸미는 패션이 사실상 여성을 성

적 대상화하여 왜곡하고 모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인정하

는 것이 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쓴 논의의 기본자세이다.

그렇다면 패션에 있어 여성은 몰지각한 피해자에 불과한가?

아리엘 레비(Ariel Levy, 2005)는 여성이 남성의 관점에 별다른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자신을 맞춘다고 생각해 매우

안타까워한다.

I tried to get with the program, but I could never make the

argument add up in my head. How is resurrecting every

stereotype of female sexuality that feminism endeavored to

banish good for women? Why is laboring to look like Pamela

Anderson empowering? And how is imitating a stripper 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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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 star—a woman whose job is to imitate arousal in the

first place—going to render us sexually liberated?(4)

자신을 보기 좋은 재화로 포장하는 일로서의 패션은 정신적·물질적

으로 순전한 공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눈썹을 뽑고 자르고 덧그리

는 일은 여성미의 사회적 척도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겠다는 속셈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결정적인’ 당위 없이 몰두하는 피상적이고 소

모적인 자기치장으로 읽히기 마련이다. 레비(Levy)는 ‘섹스 심벌’인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의 자기 과시적 외양을 따라하는

여성들에게 일침을 놓고자 한다. 물화된 ‘여성성’을 지독하리만큼 뿜

어내는 앤더슨의 눈썹은 과장된 그림체로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

하는 만화에서 나올 법한 초현실적 일필이나 다름없다. 길고 풍성한

금발과 커다란 가슴, 도톰한 윗입술보다 앤더슨을 더욱 더 여성적으

로 보이게 하는 외적 요소는 그의 하늘색 눈동자 위에 자리한 아주

가느다란 선이다. 여성성이라는 교조에 단단히 사로잡힌 이가 최대

치의 자기 본위로 그린 것 같은 눈썹 모양은 뭇 남성들이 성애의

화신으로 여기는 풍만한 미녀 클리셰와 멋지게 어울린다. 다른 말

로, 앤더슨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외적으로 표현해냈으

며 그 결과는 남성이 열망하는 천박한 여성 이미지가 여성 본인이

교묘한 책략으로 만들어내는 인공물이며 결국 기만적인 익살임을

드러내려는 의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두 번째 물결 시기에는 뭇매를 맞았지만 포스트페미니즘 시

대에 일종의 당당한 주류가 된 여성이 자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란 성차별주의적 시선, 다시 말해 여성에게 자의적으로 의미를

덧씌우는 가치체계와 남성의 기대치와 평가 기준에 잘 부합하도록

남성의 의향을 적극적으로 타진해가며 자신을 교묘하게 꾸미는 작

업이다.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이 하는 말이란 그들의 선배 페

미니스트들이 응당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다. 이 시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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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말은 이치와 도리를 따진 이전 세대의 엄격한 기준에서 보면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논리적으로 자격 미달이라 어떠한 의미도 갖

지 못한다. 두 번째 물결의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페미니즘에 입각

하여 살아가는 여성은 차라리 기분파이다. 재미와 자유를 같은 무게

로 다루는 여성은 진중한 태도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박탈당하는, 아니 스스로 내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쾌락을 추

구하고 자기만족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정의하고 확신하

는 데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른 여성성 이미지가 품은 시각적 매력

을 절대 경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활용한다. 또한 이를 주시하는

남성의 칭찬과 기대, 인정을 중요한—혹은 불가결한—요소로 취급한

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여성들이 남성 관객을 기쁘게 해주려고

물심양면으로 굳이 노력하는가? 그들이 굉장히 진부하고 익숙해서

차라리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성 관념(상품)으로 점철된 대

중문화의 선동에 부지불식으로 이끌려, 성차별주의적 이미지를 적극

적으로 소비하며 페미니즘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을 조롱하고 모

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접근 방식이지만 다른 관점에

서 볼 필요가 있다.

남녀를 구분해 성차를 보편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 성차별주의의 자의적이고 여성 억압적

인 논리를 비판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는 두 번째 물결의

토대이다. ‘어두운 진실’ 폭로의 성격이 짙은 두 번째 물결은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남녀의 뚜렷하고 공고한 정체성 차이를 인정하고, 남

성지배 사회의 감언이설에 부지불식 속아 넘어가 유무형적 폭력에

무력하게 당한 희생자(“MacKinnon’s suggestion that women who

believe in their sexual agency are merely denying the

“unspeakable humiliation” of having been “cajoled, pressured,

tricked, blackmailed, or outright forced into sex” Friend 54)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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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여성 정체성을 강조하여 가치 체계 변혁이라는 목적의식을

강화하였다. 구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남성과의 절연도 결

연히 불사하는 페미니스트들(“radical feminists like Marilyn Frye,

who urges women to separate themselves from men entirely by

“breaking up or avoiding close relationship or working

relationships,” and Charlotte Bunch, who believes lesbians are the

only true feminists” Friend 54)도 등장하여 이분법 논리를 내세워

익숙한 남녀 관계 담론의 유해성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포스트페미니즘은 정체성 정치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오미 울프(Naomi Wolf, 1993)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논의를 빌

려—“do-me feminism”의 기수인 울프가 두 번째 물결의 대표 주자

인 스타이넘을 인용하는 것부터가 이러한 맥락을 명백하게 보여준

다—극단적인 이분법을 넘어서자고 이야기한다. 수세에 몰렸다는 강

박감에 사로잡힌 페미니스트 여성이 하나로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

을 둔 단순한 양자 대립 구도에 몰두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울

프는, 단일하고 매우 익숙한 명제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These habits involve either/or thinking. You are either victim

or oppressor; you are either for us or against us; you are

either a nonsexist woman or a sexist man. Either/or thinking

is the natural mental reaction to a perception of scarcity.

When people feel they have no options, they cling to the

assurance of polarized certainties. It is only when people feel

rich in confidence and space that they dare to pursue the

subtleties of what Gloria Steinem calls both/and thinking.

Feminism must embrace this psychology of plenty.(Wolf 107)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페미니즘은 성애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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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출(“I want men, male care, male sexual attention” Wolf

186)하여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을 무화하고 쾌락을 만끽하는 자

발적 행위자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내세운다. 특히 여성의 성적 본능

으로 말미암은 애욕이 남성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는 성적

객체—여성이 열등한 종속물이라는 기존의 관념—자격에 지나지 않

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잘 아는 주체의 자기표현임을 천명한다.

It is scary for a feminist woman to acknowledge that she is

also an animal, because it is just our animal nature that a

sexist society wants to use to constrain us. But we are

beasts of the field, with all of those impulses. Let’s be less

afraid of our animal nature—even when it leads those of us

who are heterosexual to feel the greater knowledge of self in

the arms of a man.(Wolf 187)

일례로 울프(1993)는 여성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섹슈얼리티를 표출

하며 주체적으로 행동할지라도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이성애자

남성의 성차별주의적 기호에 들어맞는 경박한 방종이기 때문에 그

저 남성에게 우롱당하고 왜곡당할 뿐이라는 분석 차원을 넘어서고

자 한다. 남성의 뜻에 맹종하여 언제나 지각없이 성행위를 해주는

동물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이성애 플롯을 거부하는 페미니즘이

여성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게 울프의 논조이다. 그는

이성애 구도를 여성을 속여 넘기는 지겨운 클리셰로 간주하는 대신

여성이 자기 자아를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적) 개방성에서 두 번째 물결이 면밀히 파악하여

경고한 타락 요소들을 경솔할 정도로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함이 두

드러진다. 이러한 ‘가벼움’은 표피적으로는 남성이 원하는 그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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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모습이라 현실 상황의 심각성을 덮는 몰지각한 긍정으로 쉽게

읽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패러디로서의 여성성 수행이다. 이

패러디의 궁극적 목적은 판을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상

유지 상태에서 판을 지배하는 기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그것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방관자의 위치에서 정색하고 따지는 대

신 자진해서 ‘진흙탕’에 뛰어들어 상스러운 방식으로 기분전환을 하

며 상대방을 능란하게 희롱해 그의 얼굴이 붉어지도록 만드는 이

패러디는 주체를 대상화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여성이 남성 중

심 가치 체계를 얼마나 가소로운 꼴로 여기는지 명료하게 보여주는

‘재미 보기’(“Abandon the notion that the fight for equality has to

be gloomy; take every opportunity to make it playful, witty,

sexy, and fun” Wolf 318)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한 여성은 두 번째 물

결과 비교하여 소비라는 측면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보인다. 거래 관

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은 소

비되는 상품이자 소비하는 소비 주체(소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기 의지대로 능력(“saleability and

commercial appeal” Genz & Brabon 104)을 발휘하는 자율성과 객

관적 평가 기준의 공존은 일견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지만 이 여성

은 교묘하게 자기 행동과 위치를 조절한다. 그는 자신을 가장 효과

적으로 즐겁게 하는 재화를 실리를 따져 사는 현명한 소비자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잘 만든 재화를 파는 유능한 판매자이

지, 무지한 희생자(“unwitting dupes of consumerism” Genz &

Brabon 87)가 아니다.

먼저 그는 고의로, 기꺼이, 자신을 소비되는 상품으로 내놓

는다. 그는 순전히 가치 함축적인 클리셰적 이미지를 십분 활용하여

만든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판다. 그는 여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매우

명확한 남성지배 사회의 콘텍스트를 염두에 둔다. 남성지배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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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모습을 노골적으로 전시해

패러디하는 여성은 자신의 욕망 충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

다. 요구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로서의 여성성을 기대하는

남성 지배 사회는 여성이 과시적으로 자기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

의 장이다. 전통적인 여성성 즉 여성적 글래머를 구현한 외모는 목

적과 계획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기울인 자기 관리로 만들어

낸 작품이다. 만인의 일상인 패션은 자신을 다듬고 꾸며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그 인위적 특성 때문에 새로운 여성

성의 정수로 취급된다. 그는 패션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보여주려 하는—최상의 여성성을 이끌어낸다. 공력을 쏟은

치장이 불러일으키는 인위적인 미감은 개인의 미적 감각과 그가 속

한 사회의 문화적 양식과 기술이 결합한 결과이다. 이 여성의 자기

전시는 여성다움이라는 여성성을 과시하고 여성성을 구현하는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자로

서의 자기 가치를 확신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강화된 자존감

과 자기애를 표출한다. 적어도 인위적 미감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나

쁜 성질이란 없다. 자기 존재의 외연을 넓히려는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은 비속하게 현란할 수도 있고 불쾌할 정도로 과감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여성이 자기애와 자부심을 느끼는 한 완벽하게 부당하고

전적으로 사악한 속성은 없다.

Is it foul to say that imagining a world where you could

paint your big brown lips in the most decadent of shades,

pile your phat ass into your fave micromini, slip your freshly

manicured toes into four-inch fuck-me sandals and have not

one single solitary man objectify—I mean roam his eyes

longingly over all the intended places—is, like, a total drag

for you?(Morgan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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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이 제시하는 흑인 여성은 자기 행실이 음탕하고 난잡하고 천박

하며 자기 육체를 감싼 모든 물질이 허영에 지나지 않다고 선언이

라도 하듯 옷을 입는다. 육체미와 글래머로 빚어낸 외설적인 섹시함

이 항상 죄책감을 동반해야 하고 대상화를 경계해야 하는 자기기만

이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여성으로 등장해 남성의 찬탄을 받으며

성애를 즐기고 싶다는 이성애적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해방하는 동인이라는 확신이 이러한 방종을 가능케 한다. 그는 자신

의 성적·사회적 욕망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하려고 마음먹었기에

절대 에두르지 않는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관례를 잘 알고 있는 이

여성은 자신을 페티시와 성적 판타지의 대상으로 만드는, 퇴폐적인

매춘부 형상의 패션(“most decadent of shades”, “micromini”,

“four-inch fuck-me sandals”)을 선택해 성적 함의를 담은 육체적

특징(“big brown lips”, “phatt ass”, “manicured toes”)을 최대한 드

러낸다. 이제 그는 상대방이 욕망을 자극하고자 하는 자기 의도(“all

the intended places”)를 읽어내고 그에 맞춰 행동하기를 바란다.

또한, 포스트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여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

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문화적 상징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주

체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확실히 하고 시류를 가장 알맞게 체현

하기 위해 대중문화가 강화하고 전파하는 전형적 이미지를 본떠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대중문화는 여성이 자기 이미지를 팔기에 가

장 적합한, 다시 말해 가장 잘 팔리는 환경이다. 이 여성은 여성을

재화로 취급하는 기존 대중문화의 속성을 잘 알기에 그것을 효율적

인 판로로 삼는다.

여성성을 정의하는 전통적 방식은 여성의 육체적 매력이나

섹스어필을 중요시한다. 미감의 사회적 양식을 결정하고 이끌어내는

판을 짠 궁극적 주체인 남성 중심 사회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

여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각 특성에 가치를 부여

하고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상징으로 만든다. 두 번째 물결 진영은

남성에게 성적 쾌락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의 여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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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중요시하는 이 방식을 여성을 열등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국한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관습적인 여성성 모델에서 재미를 찾는

여성은 남성 지배 사회의 대중문화(매체)를 횡행하는 각양각색의 성

적인 여성 이미지를 기술적 책략이 필요한 유희나 농담으로 받아들

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클리셰적 이미지를 받아들여 체현하고

찬탄 받는 자기 모습을 완상하며 음미하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진부

한 여성되기는 두 번째 물결 이후 차라리 굉장한 모험이 되었다. 이

를 감행하는 재미, 다시 말해 기꺼이 관상 대상이 되는 즐거움이라

는 ‘길티 플레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해방감이 그를 이끈다. 남

성 본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육체적 매력을 강조하여 전형적 여성

미를 형상화한 겉모양에 그 자신도 매력을 느껴 도취되기 때문에,

그는 육감적인 섹스어필을 최고의 값어치로 간주하는 성차별주의자

남성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다. 여성미 규준에 맞추

어 무대 의상을 차려입고 분장한 여성은 관행적 여성성의 기능을

경험하고 인위적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능력을 시험하려는 욕

구를 충족한다. 이 여성은 많은 이들이 경고해서 익히 아는 종속와

압제라는 위험 부담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지위가 격하되는

상황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을 고양하는 계기로 전환한

다. 타인의 눈에 드는 모델이 되라는 압력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사회적 이익과 환락을 남기는 순전한 자조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겪는 불가결한 긴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러한 견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을 유흥에 적합한 기성품

즉 여성이 자기 욕망을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국한하고, 여성이 처한 현실 상황을 정색하고 심각하게 고

발해야할 비극이 아니라 얄궂은 농담이 난무하는 희극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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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제점

포스트페미니즘의 명랑하고 노골적인 익살을 비판하는 관점은 상당

히 날이 서고 뚜렷하다. 여성이 명백히 진보적으로 행동하기를(“the

feminist model of a woman-centered culture that rejected a

femininity grounded in patriarchy and consumerism” Radner 64)

원하는 입장은 포스트페미니즘이 엄연히 부정적인 현실을 작위적으

로 채색해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한

입장은 포스트페미니즘 세대가 개인적인 쾌락 추구에 급급하여 사

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후속

세대는 소비문화(consumer culture)·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얽힌 현

시대 상황이 조장하는 대상화의 위험성을 도외시하며 남성 중심 가

치 체계에서 인정받아 특권을 누리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현상유지

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보편타당한 해답

이 아닌 남성 본위의 사회적 기준에 기대어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여성을 자기 본위로 결정하는 진정으로 해방된 주체라고 볼 수 없

다고 힐책한다.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외모로 얻는 일시적 특권에 얽

매여 여성미에 과도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세태를 옹호하는 것은

두 번째 물결 입장에서 보기에 다분히 배은망덕한 처사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을 가능케 한 토대인 두 번째 물결의 업적과

유산을 경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은 ‘내면’이라는 본질을 무시

한 채로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을 대하는 포스트페미니즘적 태도에

불만이 크다. 자기 고양 예찬이 외모, 재산, 사회적 지위, 인종 등을

망라한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아름다움이 무엇

인지 결정하는 공고하고 획일적인 기준은 여성 간에 차등을 둔다.

미인을 우대하는 풍조는 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여성을 소외하고

업신여기며 불이익을 준다. 이러한 비판을 직면한 사회가 여성은 다

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강요한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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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내보이는 것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다. 여성에게 무조건적으로

작용하는 만능 해결책이고 최고선이고 최우선 가치인 것처럼 이야

기되는 미장이 자신을 개량해서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압박을 이기

지 못해 그저 무감각하게 치르는, 힘들고 지겨운 의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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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덤 왓슨(Adam Wasson, 2004)과 제시카 스테이먼(Jessica Stamen, 2004)이 익살

스럽게 제시하는 정부(mistress) 일러스트는 새로운 존재(“someone other than

yourself”)가 되어 자기 행동을 합리화(“rationalization”)할 수 있게끔 개인의 내외

에 영향을 미치는 클리셰적 패션의 힘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개인은 특정 의복

의 공고한 함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자기실현의 선택

지를 늘리고 재미 또한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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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분석

“But you and I, we know the truth. We know something about real life, don’t we?”

(SATC 225)

“She was free. Free to do anything she pleased, the way she pleased.”(WtE 101)

3.1 Sex and the City

<그림 2>

팀 아랑고(Tim Arango)가 2010년 12월 10일에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기고한 “A Good Way to Begin a Story”에 실렸다.

맨해튼이 근거지인 작가와 배우 직군의 명사들이 즐겨 드나들어 유

명한 바(bar)겸 음식점인 일레인즈(Elain’s)에서 2002년에 찍힌 캔디

스 부쉬넬의 모습(<그림 2>)을 일종의 상징으로 주목해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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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그가 다리를 가누는 모양은 도발과 교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여성미의 극치이다. 한 쪽은 위로 차올리고 다른 쪽은 안쪽으

로 당겨 접은, 흉터나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하고 빛이 나는 맨다리

한 쌍이 화면의 구도를 지배한다. 역시 흠 하나 없이 거의 새것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앞코의 실크 소재 슬링백이 발레리나의 그것처럼

곧추세운 발에 얇은 끈 하나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다. 풍성

한 모피와 광택 나는 실크, 투명한 시폰이 뒤섞인 옷차림에서 치마

는 완전히 아래로 끌어내려져 허벅지 안쪽과 다리 사이를 드러낸다.

대담하게 벗겨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야하고 화려한 차림새는, 뒤편

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유명 저널리스트 게이 탈레즈(Gay

Talese)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금발 여성이 입은 단정한 단색 민무

늬 재킷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어깨 길이로 잘 다듬고 관리한 윤

기 나는 금발이 가리지 않은 한쪽 눈동자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렌즈의 초점을 쏘아보듯 똑바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을 들고 있는 건장한 남성의 품에 푹 파묻혀 있는 모양새로 기

대었다. 정장하고 앞뒤로 서 있는 두 남성의 손이 그의 적당히 탄탄

하고 미려한 발목과 종아리를 잡고 있다. 부드럽게 발목을 거머쥔

한 명은 완상하듯 눈을 내리깔고 미소를 머금은 채 부쉬넬의 벌어

진 다리 사이를 향하고 서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억센 손으로 부

쉬넬을 안고 있는 젊은 남성이 엽궐련을 물고 호기롭게 지은 표정

은 부쉬넬의 다리만큼이나 눈에 띤다.

이 사진은 부쉬넬과 그의 유명한 분신(alter ego) 캐리

(Carrie)가 어떤 유형/존재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진에서 부쉬넬

은 남성의 완력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온몸으로 버

티며 균형을 잡고 있다. 어두운 색 정장 재킷으로 몸을 감싼 이들

사이에서 부쉬넬은 너무나 ‘여성적’인 외양으로 화면에 관능적 색채

를 부여한다. 생경한 날것처럼 하얗게 빛나는 부쉬넬의 다리는 일견

외설적이기까지 하다.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 빗어 넘긴 머리로 무

장한 남성들 사이에서 부쉬넬은 샴페인 잔 손잡이만큼 가느다란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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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끈을 과시하며 만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꽃’ 역할을 하는데 전력

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글래머라는 후광 속에서 철벅거리는 기

이한 여성 작가 부쉬넬의 클리셰적 여성미는 다른 이들을 압도한다.

글래머가 꼴 보기 싫은 이들에게 부쉬넬은 필요 이상으로 금발이고

얼굴 선이 고우며 그의 말투나 행동은 유달리 여성적으로 과장되었

다. 그 누구도 캔디스 부쉬넬이 금발의 예쁜 백인 여성이라는 데 이

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짧은 검정 드

레스와 심플한 스트랩 샌들, 윤기 나게 잘 다듬은 어깨 길이의 금발

—세련되게 꾸민 부쉬넬은 갖가지 사진에서 미디어계 거물 론 갤로

티(Ron Galotti)나 영국의 자본가 스티븐 모리스(Stephen Morris)

등 말쑥한 부유층 남성을 대동하고 활짝 웃고 있다.

이때 어떤 여성이 부쉬넬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

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용기를 필

요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부쉬넬의 패션은 남성 관객이 사랑하는 패

션이다. 따분한 젠더 형상과 성차별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가 권장하

는 이성애 데이트의 유구한 ‘전통’이 사진 속 인물들 각자의 옷차림

에 배어 있다. 그들은 그저 익히 아는 대로, 상황 판단에 따라 적절

하고 능란하게 입고 나왔을 뿐이고 상징성을 굳이 부정하거나 전복

하려 하지 않는다. 여성의 의도와 남성의 기호가 부합하여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익숙한’ 광경에서 한낱 물질에 불과한 의복과

형이상학적 가치가 함께 빚어내는 미를 찾아내는 여성이라면 그 자

신의 안목이 어딘가 비틀려도 한참 비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을 품기 마련이다.

클리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선택한 여성이 불안감을 완전

히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자신을 이해할 법한 식자 여성이 훈계조의

충언을 할 때마다 내적 갈등을 어쩌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며 어색

한 미소를 짓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패션이 페미니

즘에게 사실상 맹점 같은 존재라는 사실과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따라서 부쉬넬의 자태가 진짜 웬만한 모델 뺨칠 정도로 ‘끝내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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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분명히 그 감촉이 황홀할, 앙증맞은

‘진짜 털’ 속에 살포시 얼굴을 파묻고 (틀림없이 자신에게 우호적일)

카메라를 바라보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 하고, 도대체 ‘나’는 언제

쯤 투박한 검정 고무창 하나 대지 않은 가녀린 실크 슬링백에 발을

끼워 넣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 공상의 나래를 펴는 여성이 그

모든 생각에 달라붙는 자책으로 몸서리를 치는 것은 자명하다. 그는

‘그렇게’ 입고 싶고 또 입어야만 하는 여성으로 살고 있기에, 남성을

능가하는 보편적 ‘인간’이 되기는커녕 아리따운 종속물—그에게 패

션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직책이다—로 살아

가는 자신의 저열한 모습을 사죄할 각오를 하고 반라와 짙은 화장

과 벌어진 입술이 난무하는 패션 사진을 탐닉한다.

1997년 Sex and the City 칼럼집의 초판 표지는 가슴을 드

러낸 검정 드레스를 입은 부쉬넬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흰 시트

가 깔린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2008년에 출간된 표지(<그림 3>)에서는 영상 매체 속에서

진정한 ‘패셔니스타’로 재탄생한 캐리 역을 맡은 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가 색색의 비즈(혹은 크리스탈)로 장식한

스트리퍼 힐 비슷한 구두를 신고 알몸으로 섹스라는 분홍 글자 위

에 다리를 꼬고 앉아 두께가 5센티미터는 족히 될 것 같은 투박한

검정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독자를 응시한다. Sex and the

City는 재능 있는 미인과 글쓰기의 환상적인 결합이자 교묘한 동거

이다. Sex and the City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골방으로 들어앉는 여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텍스트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여성성과 어울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풀리는지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일차적으로는 캐리와 부쉬넬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말도 안 되게 화려한 여성들이 텍스트의 주인공처럼 보

이지만 사실 이 텍스트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본체는 글을 쓰는 캐

리와 부쉬넬이다. 재치와 기지가 번뜩이는 금발 미인은 다른 여성들

을 응시하고 인터뷰하고 교우 관계를 긴밀하게 다지며 그 무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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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바로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았다. 캐리(와 부쉬넬을 거의 혼용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여성의 가장 깊숙한 소망과 절망을 손가

락 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훑어 내린다. 자극적인 극단은 사

실 캐리가 설명하는 특정한 여성들에게 있지 않고 캐리 본인에게

있다. 캐리는 침실에서 안경을 쓰고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소

설(Persuasion)을 읽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트립 클럽의 무대 위로

망설임 없이 올라가 상의를 벗어던지고 춤을 춘다.

고운 외모와 풍성한 금발이 특징인 백인 여성 부쉬넬이

1997년에 출간한 Sex and the City는 본질이 패션 그 자체인 텍스

<그림 3>

글쓴이가 1차문헌으로

사용한 2008년 재판본

의 표지를 스캔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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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다. Sex and the City는 패션이라는 클리셰를 딱히 부정하지 않

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까발린 다음 ‘그래서 어쩌라고?’

식으로 독자를 빤빤하게 올려다본다. 의복으로서의 패션은 이 텍스

트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고 텍스트가 보여주는 여성 인물들의 삶의

방식이나 지향점, 텍스트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스타일 또한 독자들

의 구미를 자극하는 패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맨해튼에 살지 않

는 이들에게는 맨해튼 판타지를 심어주고 맨해튼에 거주하는 장삼

이사에게는 자기가 모르는 어딘가 내밀하고 멋진 곳에서 ‘그들’이

흥미진진한 모종의 거사를 벌인다는 확신과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

가 되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판타지를 부여하는 이 텍스트는, 특

별한 외투를 둘러쓰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려

는 패션 실습에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부쉬넬이 그려낸 맨해튼이라는 이름의 세계는 예쁜 여성이

라는 이유로—혹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이유로—멍청해서 죄송하다

는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부쉬넬이 맨해튼을 그려내는 기교는

때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세심하고 기술적이어서 도대체 누구 장단

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부쉬

넬은 멍청한 예쁜이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멍석을 깔아

주었다. 예쁜 얼굴 그 자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낙인이었

다면, 여기서는 그 낙인을 빤빤하게 치켜들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

고’라고 뱉을 수 있는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부쉬넬이 마당발처럼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들이대는 모양새를 지켜보는 동안 그 어떤

여성 독자도 패션의 피읖 자만 생각해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책감

과 부끄러움을 돌이킬 필요가 없다. 얼굴이 반반하고 몸매가 좋은데

옷까지 잘 입지만 결정적으로 멍청해서 모두에게 미안한 그런 여성

이라면 부쉬넬의 세계에서는 한숨 돌려도 된다. 서글프게 이고 다니

는 클리셰를 남들 보기 부끄러워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하거나 자

기는 그런 것일랑 하나도 모르는 척 시치미 떼는 식의 자기기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Sex and the City의 인물들은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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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비웃기라도 하듯 샤넬과 그을린 피부와 흰색 밍크코트로 자기

를 꾸미고 태연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인 부쉬넬 자신

이 무시무시하게 멋을 내어 여성미를 발산한다. 클리셰를 마치 배지

나 완장처럼 자랑스럽게 남들 코에 들이밀 수 있는 여성이라야만

부쉬넬의 맨해튼에서 어깨를 펴고 돌아다닐 수 있다.

Sex and the City에서 모든 여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모습에 한 점 회의도 없는가? 아니다. 그러나 행간을 잘 읽어보고

칼럼집의 에필로그까지 읽고 나면 검정이든 흰색이든 어딘가에 그

저 발붙이고 멀뚱하니 서 있어도 남들이 자신을 추궁할 하등의 이

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Sex and the City는 올바른 여성

이 되는 길로 횃불을 치켜들고 기세등등하게 나가는 자조(自助)적

에세이가 아니다. 오히려 이 텍스트는 참으로 의뭉스럽게도 샤넬 정

장을 빼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더 멋지게 차려입겠다고 다짐하는 여성 모두의 어깨

를 툭 치며 멋지다고 발랄하게 윙크를 날리는, 그리하여 ‘여성으로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죽을죄도 아니고 어딘가에 들

어앉아 반성문을 써야 하는 일도 아니라고 쾌활하게 일러준다.

Sex and the City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이유는 ‘진

실로’ 고상한 여성의 품위가 넘치는 훌륭한 과외 활동으로서의 패션

이 아니라, 진저리가 날 만큼의 여성적 특성이 강조되어 마땅히 지

탄 받아야 할 무언가로서의 패션이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는 점이다.

때로 사람들은 여성이 패션을 자랑하는 모습을 찬탄하면서도 강하

게 혐오한다. 패션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진 여성, 패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성, 다시 말해 패션 외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여성을 향한 혐오는 Sex and the City가, 더 정확히 말하자

면 패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는 한 텍스트가 인간의 내적

치부를 큰 통찰 없이 까발리는 데서 재미를 보는 저속하고 천박한

상업적 속성을 띤다는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텍스트는 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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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으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매 장마

다 패션이라는 뿌리칠 수 없는 현실이 절절하게 드러난다. Sex and

the City는 패션이 여성의 생활양식을 십분 반영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화하는 세속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Sex

and the City는 여성 집단 간의 편 가르기로 귀결되는 단순한 텍스

트가 아니다. 패션에 민감한 캐리의 눈을 통해 각종 여성 인물들이

육화한 그것, 패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보여준

다.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다. 분명 그 아래 의심과 자책이 깔려있을 것만 같은 특징적

인 인물도 자신을 충분히 설명하고 변호까지 할 수 있다. 그들 모두

는 ‘대단한 여자(“a great girl” SATC 57)’이다. 부쉬넬의 장 구성은

일견 세상 사람들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형화하는 관례를 충

실히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은 그 빤한

정형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들의 솔직한 내면을, 어떤 말이라

도 좋으니 그들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다. 부쉬넬의 맨해튼에서 패

션을 싫어하는, 패션을 기피하는 여성은 없다. 그들은 직종과 가치

관과 생활양식에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방식(방법)으로 패션 행위를

한다. Sex and the City는 ‘대단한 여자’들의 패션 이야기들이 모여

만들어낸 세계로, 패션을 즐기는 여성으로 사는 게 결코 흠이 아니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캐리는 분명 ‘대단한 여자’이다. 그는 남성의

기준으로 보면, 남성 중심 성공 모델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이지 아

무것도 아니다. 그는 보잘 것 없는 여성지에 하잘 것 없는 기사 하

나를 게재했다고 조소를 받을 수도 있다. 여성, 여성지, 패셔너블한

여성이라는 기묘한 굴레에 갇혔다면 갇힌 셈이다. 여성지에 정치나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인의 사랑과 성문화에 대해 글을 써서

보냈다면 그것은 캐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명징한 징후인가? 그렇

게 생각하는 기조는 너무나도 유혹적이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논조를, 논지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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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캐리가 만난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일들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같은 여

성—사만다(Samantha)—조차 귀엽다고(“cute” SATC 220) 코웃음

치는 상황은 캐리가 포착한 여성의 체험, 여성의 관점, 여성의 관심

사가 얼마나 우세를 사는 일인지 드러낸다. 그러나 캐리의 의식 없

고 부적절하며 합당하지 못한 관심사가 그를 익숙한 방식의 명예로

운 출세(“a successful writer” SATC 186)와 영 멀어지게 만들 지

라도 그의 ‘시시껄렁한’ 작업이 무조건적으로 홀대받아야 한다는 법

은 없다. 캐리의 세계는 패션의 세계이다. 그것은 자명하고 그 누구

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캐리의 가치관과 관점, 관심사, 논지는

모두 패션을 싸고 돌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뒹굴고 헤매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여성의 그것이다. 부쉬넬의 글쓰기와 캐리의 글쓰기는 소

녀(girl)를 부정하는 대신 본인이 소녀(girl)임을 천명했다. 소녀(girl)

의 세계를 그려낸 그는 소녀(girl) 그 자체이다. 소녀(girl)로서 자신

을 이 세상—남성 본위의 세상—에 내놓는 일은 사회적 낙인을 온

몸에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매우 용기 있는 일이다.

창피를 모르는 여성들이 너나할 것 없이 좋아라 웃으며 치

부를 까발리는 모습을 식자가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부쉬넬과 캐

리는 그러한 제동에 움츠러들 생각이 딱히 없다. 부쉬넬과 캐리는

운동화를 신고 달리며 주관 있고 일 잘하는 지식인 행세를 하기는

커녕, 얇은 끈으로 발을 동여매는 하이힐(“strappy high heeled

sandals” SATC 71)을 신고 파티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기지

못하면 기분이 처지는(“depressed from a lack of alcohol and

parties” SATC 168) 모습 외에는 딱히 기가 막힌 무언가를 보여주

지 않는다. 캐리의 글쓰기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강박적으로 하는 자

기 관리와 정법만 따르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발로라기보다는, 쾌락과

퇴폐라는 기치 아래 유유상종하다 운 좋게 획득한 사은품을 과시하

는 것처럼 보인다. 캐리에게는 지각과 줏대를 갖춘 관찰자이자 평가

자라면 응당 염두에 두기 마련인 도의적 패션이 없다. 남들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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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가라면 보통 서술 대상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캐리의 옷매무새

는 교묘한 정반합으로 식자 정신을 표출하는 대신 오로지 클리셰적

정만 반복할 뿐이다. 작가 캐리는 자신과 교류하는 가지각색의 여성

들에게 귀감이 되는 의식적·정치적 ‘롤 모델’의 자격을 갖추고자 애

쓰지 않는다. 오히려 캐리의 패션은 그 누구 못지않게 여성이라는

꿈에 젖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패션을 바라보는 고답적인 식자 여성은 그와 같은 생식기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전 생애에 걸쳐 남성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체

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일상을 떠올린다. 그가 보기에

패션이라는 풍조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여성은 무의미한 자기학대와

맹목적 모방으로 점철된,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일그러진 박제

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클리셰를 추종했다는 죄

로 자기 이미지와 몸을 착취당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따분한 클리셰에서 도락을 느끼는 여성이 가슴을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를 취하고 기꺼이 모델로 나선다. 또 다른 여성이 그

사진을 보고 감명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 자신을 황홀하

게 만드는 여성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자신이 도록에 실리길 바라는

마음에 적당한 옷과 화장품을 사러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전시 과정은 경건한 자기애와 철모르는 쾌락이 뒤섞여 불손하

도록 유혹적이다.

순박한 찬탄이든 음흉한 책략이든 무어라고 논평하는 관객

이 없는 전시는 유명무실이고 관객을 기대하지 않는 전시는 어불성

설이다. 자기도취에 빠져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여성은 언제나 관

객을 상정하고 칭찬을 기대한다. 특히 그가 클리셰를 표출한다면 각

본에 맞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관중이 있어야만 한다. 클리셰

수행은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하고 익숙하며, 궁극적으로는 장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반응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클리셰는 규약이다. 짜

고 치는 카드놀이처럼 디바와 관객은 서로의 행위에 능란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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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서슴없이 자신을 전시하는 여성은 클리셰로서 공중에 명징하

게 걸린 자기 의도와 공들여 연출한 모습에 걸맞은 갈채를 바란다.

그 자신이 이미 대상(object)이 되기를 자청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대상화(objectification)를 불쾌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의지대로 대상화가 알맞게 이루

어지느냐의 여부이다. 자신이 원한 바로 그 방식대로 ‘무언가’가 된

여성은 지고의 쾌감을 느낀다. Sex and the City의 당돌한 여성들은

거부감 없이 전형이 되고 모델이 되기를 자진한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꾸민 자신을 진열대에 올려서 박수갈채를 받는 유희를 즐기고

어떠한 회의나 회한도 품지 않는다.

Robert wasn’t listening. “There aren’t very many girls like

Amalita,” he said. “Gabriella was one of them. Marit too. And

Sandra. Amalita’s so beautiful, you know, and really funny,

and very bold, I mean, she’s incredible. You’ll run into one of

these girls in Paris, and they’ll be wearing a see-through

dress and it will drive you nuts and you see their pictures in

W and places like that, and their allure keeps growing on

you. Their sexual power is like this amazing, dazzling force

that can change your life, you think, if you can touch it,

which you can’t, which...”(SATC 48-49)

아말리타를 광휘에 둘러싸인 굉장한 미인으로 묘사하는 로버트의

언사—로버트의 목소리를 자기가 소개하는 선정적인 여성들에 반쯤

매혹된 캐리와 부쉬넬의 평가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분명 그 ‘대

상’을 흡족하게 했을 것이다. 로버트가 호들갑 떨며 그려낸 아말리

타의 모습은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지고 글래머가 강조되어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형이다. 그러나 아말리타는 남성에게 자신을 보여서

그를 사로잡아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얻고자 하며 그의 확고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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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지는 겉모습이라는 강력한 매개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평

범한 모습으로 매일 절제와 극기를 수행하는 대신 매력적인 아우라

를 발산하며 남들의 (페미니즘적) 상식에 불을 지르는 위험천만한

방종을 즐긴다.

패션은 이러한 방종을 사랑한다. 패션은 ‘자유의지’—클리셰

에 매몰되어 자의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의 의사결정도 충

분히 자유의지라 할 수 있다—의 충실한 후원자이고 꾀바른 지지자

이다. 옷과 치장은 한 여성이 그 순간 ‘무언가’—그의 내밀한 욕망이

든 공공연한 신념이든—그 자체로 존재하게끔 한다. 이에 조응하여,

방종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적 판타지인 상황에서 클리셰를

그 자신의 육체와 적절한 피복으로 오롯이 구현하는 여성은 패션

애호가일 수밖에 없다. 유명 패션지 『더블유』(W)는 ‘그 순간’ 가

장 완벽하고 온전한 클리셰로 존재한 수많은 아말리타들이 가장 화

려하게 빛나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아말리타는

패션지에게 현실적인 여성성의 실례를 공급한다.

사람들이 흔히 비판하는 여성 클리셰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버젓한 직업으로 돈을 벌어 스스로를 부양하지 않고 남성에게 자신

의 몸과 성을 일종의 거래물로 넘겨 기생하는 여성이다. 남성에게

의지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자구책인 여성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여성을 지력 없는

성적 객체로 격하하는 이미지를 구태의연하게 따르는 여성도 눈총

을 받는다. 여성이 주체성과 주도권을 가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세

상에 그 누구도 완전히 졸업하지 못한 불온한 매력이 여전히 넘쳐

난다. 다들 껍데기를 들춰내고 이면의 진실을 찾아내려 하지만, 때

로는 통속적인 것이 끄집어내거나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이다. Sex

and the City에 나오는, 남성의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절박하게 갈

구하는 많은 여성 인물들의 삶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익숙한 이야기가 빤하게 반복되는 자기 삶에 불만을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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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없다. 패션이 그를 화려하게 호위한다.

‘성적 매력이 넘쳐서 쉽사리 남성에게 기생하는 미인’이라는

여성성의 전형(“international beauty, irresistible to men” SATC

52) 아말리타(Amalita Amalfi)를 정말 사랑하여 그에게 충성을 다하

는 것은 다름 아닌 패션이다. 잡지에 실린 사진에서 아말리타는 그

누구도 쉽사리 변질시킬 수 없는 광휘를 자랑하는 패션 정취로 존

재한다. 그는 침범할 수 없는 여성미의 화신으로 영원히 남는다.

“Mama!” the little girl said. She held up a magazine, pointing

to a photo spread of Amalita: She was wearing a white

Chanel ski suit on the slopes of St. Moritz, then getting out

of a limo at a Rolling Stones concert, smiling demurely in a

black suit and pearls next to a senator.(SATC 225)

돈을 대주는 남성이 없어 궁색한 처지에 몰린 아말리타의 셋집에

캐리가 근처에서 산 초라한 피자를 들고 방문했을 때 남성의 화려

한 장식품(“a trophy extension” SATC 34)으로 살아온 여성의 어린

사생아 딸은 어머니의 호화로운 공적이 실린 잡지를 자랑스럽게 펼

쳐든다. 아말리타는 오랜 세월 그 자신을 여성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계획한) 매 순간 전시하고 잡지 또

한 그의 의도에 조응하여 아말리타를 그 누구보다 패션을 잘 영위

하는 이상적인 여성성을 가진 화려한 명사로 다룬다. 이때 아말리타

의 삶의 행적은 패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패션만이 이 여성성

표본의 존재 의의와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만 같다.

아말리타는 외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았다. 경탄을 자

아내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그의 외양은 관객을 필요로 한다.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상정하여 구성한, 남성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

는 화려한 패션이 노골적으로 빛난다. 더불어, 방대한 의복 선택지

(“vast collection of designer clothing, which she’d been acqu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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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fifteen years” SATC 50)를 과시하는 아말리타는 여

성의 열망을 자극하고 그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그는 여성으로 살아

가고 물화된 ‘여성성’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치로 부풀리고 가꾸고 자랑한다. 그에게 여성성이란 꿈꾸

는 삶을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만족스러운 자산이다.

검은담비 코트를 입고 백금색 머리를 한(“Bunny tossed her

white-blond hair over the shoulder of her sable coat” SATC 190),

아말리타의 친구인 40대 여성 버니(Bunny Entwistle)는 남들의 시

선을 의식하며 즐기는(“Bunny snapped open a compact, pretending

to check her eyelashes but really, Carrie thought, checking to see

if anyone in the restaurant was looking at her” SATC 191) 미인

으로, 전형적인 퇴폐미(“the quintessential party girl, a girl so wild

no man would consider marrying her, but plenty tried to get in

her pants” SATC 190)를 보여준다. 그가 자신을 흠모하는 매력 없

는 남성에게 가식도 가감도 없이 털어놓는 일상은 패션—하찮은 여

성적 영역—본위로 감정과 사건의 추이가 공명하는 전형적인 여성

성이다.

He listened with fascination to any spoiled, mundane detail of

my day: you know, like how I was pissed because Yvonne

had bought a new Chanel suit and I couldn’t afford one; how

a taxi driver kicked me out of the cab for smoking; how I

cut my ankle again shaving.(SATC 193-194)

비록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실패했지만(“She hadn’t landed

any roles, but she reeled in several well-known actors” SATC

52) 그 자신의 성적·육체적 매력(“I’m an expert in bed, I’m the

best any man ever had” SATC 56)을 무기로 부유한 유명인사 남

성들의 애인 노릇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40대 여성 레이(Ray)



- 82 -

는 직업이 그야말로 여성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중받

는 버젓한 직업 없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맡은 역할로 자신을 현시

한다. 아말리타는 남성에게 ‘잘 보이는’ 것이 지상명령이기에 일상의

주가 치장인 글래머 레이를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My way, well, is there any future? And you’ve got to keep

up. With the clothes and the body. The exercise classes. The

massages, facials. Plastic surgery. It’s expensive. Look at

Ray. She’s had her breasts done, lips, buttocks; she’s not

young, darling, over forty. What you see is all she

got.”(SATC 54)

레이는 패션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 보인다. 오로지 패션

에 기대서, 패션으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 패션을 뺀

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여성인 셈이다. 그의 의도적 패션

은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한다. 남들이 보아

야만 하는 외양이기에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도 없는 패션이다.

그의 패션은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부단한 노력으로 점철되

었다. 레이의 과시적 외양은 자기애와 자기주장, 자기 가꾸기의 결

합이다. 모두가 남녀 간의 새롭고 현명한 관계를 시도하고 실험하는

와중에 그는 작정하고 답습한 촌스러운 클리셰로 자신을 남성에게

어필한다. 그는 온당하고 ‘자연스러운’ 자중 대신 본인이 상정한 특

정 이미지—여성미—를 과대 발산한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외면

을 보길 바란다. 그는 비난 받는 길을 자청해서 갈 때까지 가보는

여성이다.

나이에 맞게 자중하는, 성숙하고 정숙한 여성을 원하는 지각

있는 사회에 반하는 레이의 노골적인 욕망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시선을 받기 위해 애를 쓴다. 그의

자의식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한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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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함께 성적 만족을 누리며 즐겁게 살고 싶고 자신의 멋진 몸

이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좋은 취급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레이는

‘여자라서 행복해요’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을 체현하고 그 존재 이

유가 남성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는데 있을 뿐인 아름다운 종속물

로서의 여성이라는 클리셰를 명명백백하게 온몸으로 형상화한다. 그

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그 자신으로 존재한다. 잘 꾸

민 레이는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그가 목표로 삼은 대가를 받는다.

남성들이 선물하는 패션 아이템들은 다시 레이를 꾸미는 데 쓰인다.

“She take gifts. A Bulgari watch. A Harry Winston necklace.

Clothing, cars, a bungalow on someone’s property, someone

who wants to help her. And cash. She has a child. There are

lots of rich men out there who take pity. These actors with

their millions. They’ll write a check for fifty thousand dollars.

Sometimes just to go away.

“Oh please,” she said, looking at Carrie. “Don’t be so

shocked. You always were such an innocent, sweetpea. But

then, you’ve always had a career. Even if you were starving,

you’ve had a career. Women like Ray and I, we don’t want

to work. I’ve always just wanted to live.(SATC 54)

아말리타가 그저 인생을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I’ve always just

wanted to live”) 토로하는 장면은 이 텍스트의 압권이자 백미이다.

심금을 울릴 정도로 ‘기가 막히게’ 솔직하다. 어떠한 여성도 상궤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아말리타와

동료들은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기 이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하며 자기 행적을 변호한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식으로 자신을 수도 없이 바꾼다. 그러나 그들의

가식 없는 언사는, 식견으로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당위를 교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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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시하는 이의 정곡을 찌른다. 그들은 멍청하고 하잘 것 없는

여자라는 자격지심 혹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말을 아예 할 엄두도

못 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

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떳떳하

게 말한다. 캐리는 그럴듯한 평가에 굽히지 않는 그들의 통속적 클

리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섹시함(“a freak all right but amazingly

sexy” SATC 55)을 본다.

캐리 역시 그 자신이 ‘감히’ 글래머가 되고자 하고 ‘구태여’

판타지가 되고자 한다. 다른 이들이 그를 만류할 이유는 충분하다.

굳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적절한 당위도 없다. 캐리의 직업은 그

저 작가일 뿐이다. 그는 전업 모델이 아니고 댄서나 가수, 배우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굳이 자기 몸에 무언가를 입히고 그려서 특

정한 외양,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캐리는 자기 본업

을 팽개치기라도 한 듯이 자기 멋대로 놀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

고 싶은 대로 꾸민다. 캐리의 외람된 삶과 세계는 필연적인 당위가

없지만 거룩할 정도로 능란한 글래머가 가득하다.

캐리는 직업의식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며 골머리를 앓기보다

는 명랑하고 건방진 자아도취를 취득한다. 그는 남들이 자신의 진위

여부를 알아채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자신을 감각적 분장,

특정한 형상 그 자체로 온전히 내세운다. 텍스트 속에서 캐리는 어

딘가에 조용히 틀어박혀 글을 쓰다가 머리를 쥐어뜯는 대신, 파티를

찾아다니고 클럽에 들어가며 단골 바에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

며 새벽까지 여흥을 즐긴다(“As usual, Carrie had gone to bed at

four in the morning, and she was terribly hung over” SATC 81).

캐리는 이십대 초반의 젊은 여성 팬(“and this girl bounced over

and said stuff like “You are my idol” and “You are so beautiful”

and “Where did you get your shoes I love them” SATC 130)을

거느릴 만큼 매력적인데 작가(혹은 저널리스트) 캐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시적인 과외 활동으로서의 쾌락을 즐기는 반(半)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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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캐리가 사랑받는 형국이다.

부쉬넬은 캐리가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설정을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예사롭게 풀어낸다. 그는 본업인 작가로서의 능력

보다 사교적 성향으로 획득한 정체성, 즉 패션계 내부자로서의 면모

가 더욱 돌출되는 상황에서 식자라면 응당 느낄 법한 자의식을 전

혀 언급하지 않는다. 캐리의 옷차림이나 언행에서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패션 정취는 뚜렷한 발단이나 착상도 없고 (적어도 그가 글

을 써서 돈을 번다는 점에서는) 당위도 없으며 바람처럼 한순간 쓸

려 지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뜬금없는 선정적 외양은—훼방 놓으려 작심한 이가 오

히려 무색해서 꼬리를 내릴 정도로—자신을 가장 자부심으로 충만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고수해서 ‘멋지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자기 멋에 취해 악착

같이 패션을 사수한다. 홀로 꿈속을 거니는 것 같은 캐리의 극적 과

장(“She went upstairs, and she took her clothes off and got up

on the stage and started to dance” SATC 94)에는 식견이 드러나

지 않는다. 기호에 매몰된 그의 옷차림은 지극히 관념적이다. 따라

서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하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고집스럽게 자기 본위로 글래머를 부풀리고 휘황

찬란한 심상을 의뭉스럽게 내보인다. 그가 정말 가난하던 시절 매일

밤 입고 나간 밍크코트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리는 패션 행

사(“the Costume Institute benefit at the Met” SATC 184) 전날 밤

머리를 새로 한 그에게 거물(“He looks like a younger,

better-looking Ron Perelman” SATC 44) 애인 미스터 빅이 크리스

마스 선물로 사준 흰색 밍크코트는 자신을 아니꼽게 보는 사회를

외려 희롱하고 농락할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는 자구책이다.

It was just three years ago Christmas that Carrie had been

living in a studio apartment where an old lady had die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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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before. Carrie had no money. A friend lent her a

piece of foam for a bed. All she had was a mink coat and a

Louis Vuitton suitcase, both of which were stolen when the

apartment was inevitably robbed. But until then, she slept on

the piece of foam with the fur coat over her, and she still

went out every night.(SATC 185)

Carrie went to Aspen by Lear jet. She wore the white mink

coat, a short dress, and white patent leather boots. It seemed

like the thing to wear on a Lear jet, but it wasn’t. The other

people she was traveling with, the ones who owned the jet,

were wearing jeans and pretty embroidered sweaters and

sensible boots for snow. Carrie was very hung over. When

the jet stopped for refueling in Lincoln, Nebraska, she had to

be helped down the steps by the pilot. It was slightly warm,

and she wandered around in her big mink and sunglasses,

smoking cigarettes and staring out at the endless, flat,

yellow-dry fields.(SATC 199)

커다란 흰색 밍크코트와 에나멜가죽 구두가 폭력과 고투로 얼룩진

불행한 과거와 야비하고 께름칙한 야망의 발로라 지레짐작하고 뒷

조사를 착수하는 구태의연한 접근은 하등 쓸모없다. 황당할 정도로

빈곤한 젊은 여성이 빌린 휑뎅그렁한 집에서 매트리스와 함께 유일

한 가구 노릇을 하는 루이비통 여행 가방은 가슴 저미는 정신적 참

상이 일견 불가해한 것의 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거머쥔

메스를 농락한다.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학대의 기억이 누군가의

정신을 배배 꼬아서 괴짜 변종과 기벽을 만든다고 굳게 믿고 ‘근원’

을 찾아내려 눈에 불을 켠다면, 무언가가 그저 그럴 수 있다는 평범

하고 단순한 ‘진리’를 전혀 모른다고 떠벌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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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는 진지하고 심각한 ‘사연’이 있어야만 대접받을 수 있

는 감상주의적 풍조를 거스른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의식에

사로잡혀 자중하는 대신 경박한 젊은 여성 클리셰를 있는 대로 내

보이며 현란하게 환락을 즐긴다. 그는 잘난 일은 모두 다 기세등등

하게 해치워서 남들의 경탄을 사는 남성 앞에서 움츠러드는 불안한

여성이 압박감과 자격지심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보다 훨씬 더 뛰어

난 거물’로 내세울 수 있는 신화적 영웅상이 아니다. 캐리는 분명

식자라면 식자이지만 그렇게 출세하지도 않았고 굉장한 업적을 쌓

지도 않았다. 반면에 40대 초반의 성공한(“as much money and

power as men” SATC 41) 영화 프로듀서 사만다(Samantha Jones)

는 거물(“big cheeses” SATC 220)들의 세계에서 버티고 살아남은

(“throttle up on power” SATC 41) 노련한 남성형(“like a man”

SATC 40) 인물이다. 그가 아무래도 한량 같은 여성 저널리스트의

교만스러운 구상이 가소로워서 비웃는 모습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Then Sam started talking about all these movie projects and

all these big cheeses she knew whom she was going to do

business with. Carrie had her own project going, and Sam

said, “It’s cute, you know. It’s a cute idea.”

Carrie said, “What’s so cute about it?”

“It’s cute. It's light. You know. It’s not Tolstoy.”

“I’m not trying to be Tolstoy,” Carrie said. But of course,

she was.(SATC 220)

사만다는 캐리와 친하게 지내지만 자신과 함께 검은 에나멜가죽 부

츠를 신고 ‘북 파티’에 가서 미디어계 거물—남성이다—의 시선을

잡아 끄는(“They’re both wearing black pants and black patent

leather boots, and as they get to the steps, Z.M., the media

mogul, is coming down and getting into his car. / He laugh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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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wondering who those two women were, stomping down the

sidewalk.” SATC 153) 여성이 온갖 세련된 유희에는 능할지언정

‘진실한’ 대가가 될 깜냥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텍스트 전반에서 캐리는 남들을 위압하고 경외를 이끌어내는 거물

‘로서’ 행차하기는커녕, 자신을 자극하여 재미있게 해줄 압도적인 거

물을 ‘만나러’12) 밖에 나간다. 이때 캐리의 여성다움, 즉 외적 매력

이 남성 거물의 주목을 끌 뿐이다. 캐리의 외적 아름다움은 남성이

라는 궁극적인 관객을 염두에 두고 피어오른다. 이에 화답하듯 남성

인물들은 캐리의 이지적 능력에 호감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분류 기준에서 캐리는 난봉기 다분한 ‘예쁜’ 작가이지 예쁘기까지

한 ‘작가’는 아니다. 미스터 빅과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 그와 몇

번의 조우를 거치는 과정에서 캐리는 자신의 ‘행운’(“You’re lucky

now,” she told Carrie, and they both knew it was true” SATC

181)을 예감이라도 한 듯 ‘물 오른’ 미모를 내보이며 뭇 남성에게 성

적 매력을 발산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두 명의 ‘진짜배기’ 거물을 포

함한 세 남성은 캐리를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매혹적인 여성의 전형

으로 취급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캐리는 사회적으로 동급인 동료

작가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여성일 뿐이다.

Carrie didn’t run into Mr. Big again for several days. In the

meantime, something was definitely happening. She bumped

into a writer friend she hadn’t seen for two months, and he

12) 몇몇 장에서 ‘나’(“I”)로 등장하는 부쉬넬 또한 성공한 남성 작가와의 성적

유락을 즐긴다. 일례로 9장에서 그는 부유층 거주 구역의 화려한 장소에서

열린 북 파티에서 남성 작가 친구의 귀띔을 받고, 옷을 잘 입고(“the city

version of a safari look: khaki trousers, a cream-checked shirt, and a

slightly shabby tweed jacket” SATC 71) 흥미로운 이력을 지닌 매력적인

남성 작가(“the most interesting man” SATC 71)에게 데이트를 목적으로

여성미를 발산하며 유혹적으로 접근(“Someone just told me you were

fascinating. I hope you won’t disappoint me” 71)한다. 다음날 아침 부쉬넬

은 그의 전화를 받고 성적 만족을 느낀다(“It was nice to lie in bed with

my head throbbing and a handsome man cooing into my ear” SATC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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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What’s going on with you? You look completely

different.”

“I do?”

“You look like Heather Locklear. Did you get your teeth

fixed?”

Then she was at Elain’s, and a big writer, a big one,

someone she’d never met, gave her the finger and then sat

down next to her and said, “You’re not as tough as you

think you are.”

“Excuse me?”

“You walk around like you’re so fucking great in bed.”

She wanted to say, “I do?”—but instead she laughed and

said, “Well, maybe I am.”

He lit her cigarette. “If I wanted to have an affair with you,

it would have to last a long time. I wouldn’t want a

one-night stad.”

“Well, baby,” she said, “you’ve got the wrong girl.”

Then she went to a party after one of those Peggy Siegal

movie openings and ran into a big movie producer, another

big one, and he gave her a ride in his car to Bowery Bar.

But Mr. Big was there.(SATC 44-45)

캐리는 바와 파티를 전전하며 그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짤막한 교류를 나눈다. 이때 어느 누구도 캐리에게 직업적인 칭찬을

하지 않는다. 모두 매일 밤 밖에 나가서 즐기는(“going out every

night” SATC 45) 우습고 가볍고 야한 금발 여성의 외모와 섹스어

필만 눈여겨본다.

캐리는 남성의 조언을 들으며 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거

나—열의가 넘치는 ‘학생’은 그를 숭배한다—혹은 기사도적 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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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받으며 품위 있게 그의 옆을 지키는—사랑 받아 마땅한, 영원

한 인생의 ‘동반자’—여성에 가깝다. 다시 말해 캐리가 특유의 아우

라가 있어 뭇 남성의 흠모를 받는다면 그것은 익히 아는 여성성 원

형이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자기 눈앞에 있다는 데 기인할 뿐이다. 캐

리는 무서울 정도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존재가 아니다. 남성의 신

랄한 평가 기준 앞에서 캐리는 지극히 무력하다(“Are you a

successful writer?” he asked. / “I have a story in Woman’s Day

next month,” Carrie said. / “Woman’s day? Who reads Woman’s

day?” SATC 186). 캐리는 지각 있는 여성들이 꿈꾸는 ‘멋진 신세

계’ 즉 능가하고 탈피하고 파괴하고 창조하는 ‘센’ 여성이 아니다. 그

는 자신이 (거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타고난 외적 특성(섹스로서

의 여성을 제외한다면) 때문에 사회적 차별—그리고 모멸—을 겪을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미인에 가까운(“In the mirror, she looked

good. Tan and slim and blond” SATC 222) 중산층 백인 여성이다.

그는 남들이 뭐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손에

들린 그리 나쁘지 않은 패를 여유롭게 가늠하며 보기 좋게 무위도

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여성적인 캐리의 미장은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직업

인이라는 ‘커리어 우먼’ 이야기의 테제를 비웃듯 무의미한 맥락에서

생뚱맞게 등장한다. 캐리는 그 사회에서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중

요한 인물—견실한 (남성적이지 않다면 차라리 무성적이어야 하는)

작가—이기는커녕 눈치도 없이 부글부글 일어난 거품 같은 패션과

함께 언제고 사라져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하잘 것 없는 ‘한낱

여자’처럼 보인다. 그는 패션의 통념적 속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또

표출한다. 그는 시시껄렁한 과대 포장이고 미미한 영향력이고 졸렬

한 모조품이다. 캐리가 심란함만 불러일으키는 미물이고 가짜라는

느낌은 누군가가 흠뻑 뿌린 싸구려 향수의 잔향처럼, 어처구니없는

진한 퇴폐의 찬란한 아우라와 함께 텍스트 전반에 연무같이 가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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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는 글쓰기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자기 말과 행동

하나하나의 무게를 가늠하며 점잖게 처신하는 대신 ‘사소하고 변변

치 않은’ 일에 매진하고 유흥에 기력을 탕진한다. 그는 자기 할 일

은 제대로 못하면서 ‘저속한’ 도락만 즐기는 한심한 인물처럼 보이

고, 패션은 언제나 딱 그만한 취급을 받으며, 다방면으로 (훈계를 가

장한) 욕을 먹는 동시대 여성들처럼 ‘죽도 밥도 못되는’ 캐리는 별것

아닌 유치한 노리개라 ‘욕먹어도 싼’ 여성성 클리셰와 겹친다. 캐리

는 진중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해 ‘진실한 본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여성성을 완강하게 뿜어낼 뿐이다. 그가 걸작을 쓸 가망은 희

미하고 위대한 작가가 되느니 위대한 작가와 데이트하는 게 더 빠

를 것 같은 상황에서 세속적인 쾌락은 찬연하게 빛난다.

우리는 이러한 천박한 캐리를 부정해야 할까? 답답함과 설

움, 분노를 느끼며 책을 찢어버려야 하나? ‘도대체 참된 나는 어디

에 있나?’ 그러나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신경쇠약이 지긋지

긋해서 캐리를 없애버리고 싶은 여성들이야말로 캐리의 탈을 필요

로 한다. 극기와 이지로 언제나 이면(“complicated inner life” SATC

122)을 탐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려 깊은 이들은 단번에

욕망 충족을 장담하는 겉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호화찬란한 통속미

를 수긍하지 못한다. 근면히 수련하고 온당히 처사해야만 진실로 희

구하는 주옥같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인생의 저속

한 사치에 거부감을 느낀다. 세속에 그 연원이 있는 즉물적 쾌락을

답습하는 게 존중 받을 만한 인간성으로부터의 이탈은 아니다. 강박

적인 가치 판단 없는 맹목적 전념은 순수한 희열을 불러일으킨다.

깊이가 없는 클리셰를 들쑤시고 비틀어 짜서 재치 있고 사려 깊고

흥미로운 ‘그 이상’(“You know, if you’re not in the beauty

Olympics, you can become a very interesting person” SATC 122)

을 찾아내려 하는 게 식자의 오만이다.

캐리의 밍크코트와 기타 등등의 패션에는 내면의 깊이, 통

찰, 정신적 고양, 삶의 진리, 현명한 무엇과의 진실한 감정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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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저 피상적인 흥분과 쾌락, 열락, 순간의 욕정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처음과 끝이 존재하고 서서히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그 ‘숙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결실을 얻어내고 자신과

남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키고 인생에서 찾아야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그런 지선으로서의 절정을 맛보는

통찰력 있는 인생의 진수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클리

셰로서의 패션은 앞도 뒤도 진실로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도

없고 경주마의 눈가리개처럼 찰나의 느낌과 기분과 감정을 나타낸

다. 공백을 채우고 풀리지 않는 질문에 답하려 애쓰고 논리와 도의

와 잠언을 가슴에 새기며 온전히 그러모은 나를 직시하는 일 없이,

그저 지독하게 짜릿한 열락으로 곧장 뛰어든다. ‘진정한’ 나, 다시 말

해 한시도 잊지 않고 추구해야 하는 삶의 신조로서의 자아상도 그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하찮고 비루한 목표들만이 당장 터

지기를 기다리는 뇌관처럼 그를 감싼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잊

어버릴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서서 어떤

비웃음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결과도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고 정말 그 순간이 영겁처럼 지나가는 느낌 속에서 오로지 애

타게 열망하는 열락만을 향해 자신을 추동한다. 말도 안 되고 어처

구니없는 과외활동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제어하

고 싶지 않다. 그는 순간 그 자신에게 사로잡히고 어처구니없는 것

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부조리와 불성설이 횡행하는 선로 바깥으로

내던진다.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우습지만 그 열락의 순간에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는 겉모습에 자아가 조응하는 것을 느낀다. 그는 겉모습을

사랑한다.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그를 자기 본위의 환희와 꿈으

로 몰아간다. 판타지가 생겨난다. 그는 판타지를 사랑하고 그 자신

또한 누군가의 판타지가 되고자 한다. 거스를 수 없는, 온갖 수사로

형용하자니 숨이 가쁜 매력은 논외와 불필요와 천박함이라고, 언제

나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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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이냐고 누군가는 힐난하겠지만 눈으로 받아 넘기고 삼킨 열

망과 쾌락은 알고리즘으로 소화시켜야 할 성질이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존중과 경의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본령을 잊어버리

고 다른 무언가와 조응한다. 개연성도 없고 맥락도 없는 순간의 열

락이 그가 그 순간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원하는 것은 그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그

가 원하는 구체적인 ‘형상’이다. 그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

형상을 갖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그를 행복하게 한다. 백 마디 말보

다 눈으로 잡아낸 하나의 모습이 그를 몰아가고, 그의 내면에서 휘

몰아치며, 그를 가장 잘 설명한다. 그는 그 ‘자잘하고 하찮은’ 표징에

그 자신을 국한하고 싶다. 클리셰 안에 자신을 구겨 넣어 그 누구보

다 그 클리셰를 정확히 소화하고 명징하게 표출하고 싶다. 그 안에

서라야 그는 자신이 꿈꾸는 행복을 가장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클리셰적으로 이루어진다. 미리 짜놓은 각본에 맞추어 계

획대로 따라한다. 그는 미리 짜 맞춘 것과 전래된 것을 빌리고 해서

꿈꾸는 각본에 훌륭하게 들어맞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는 심사용 도

마에 올라서서 도리를 기치로 영원불멸한 본질에 관해 설명과 증명

을 할 수 있어야만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진중한 대의 따위

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로켓 엔진의 화염 같은 직감 하나로 자신

을 밀어붙인다. 그는 빤하디 빤한 미혹으로 자신을 내던지고 그지없

이 선명한 열락을 갈구하여 경박한 섬광을 내뿜는 겉모습의 난장으

로 뛰어든다.

정당한 조리를 따지고 형이상학적 가치를 종용하는 이들은

아무런 통찰이나 현답도 제공하지 않는 답답한 클리셰를 무력하게

받아들인다. 또는 클리셰를 덮어쓴 이들을 자기 소견도 제대로 내세

우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

기 본위로 클리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허황하고 무의미한 환상을

좇는 근시안의 소치가 아니다. 환락을 향해 돌진하는 클리셰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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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취지와 체계도 없고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필요충분조건도

없고 분별도 없이 그저 새하얗게 빛나는 세찬 불길이나 마찬가지이

다. 자기 속내와 외양이 동일하기에 무엇을 주력으로 내보일까 하는

선택의 문제도 없다. 자신의 이상을 반영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호

화찬란한 이미지를 체현하고 내보여 찬탄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는

그저 나가서 자신을 전시하면 된다.

레비(Levy, 2002)가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e)

의 <Nightlife & Singles> 난에 인터뷰를 기고하려고 부쉬넬을 만

났을 때, 고급 취향을 가진 ‘걸 파워’ 기수(“the patron saint of

high-end girl power” Levy)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Upper East

Side)에 자리한 그의 아파트 근처에서 열리는 프라다 매장 개점 파

티 참석용으로—사회적 지위와 43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느닷없

고 부적당하지만 분명 현혹적인 드레스(“a wood-colored wool

schoolgirl dress that if it were pink could be worn by a little girl

to a birthday party” Levy)를 입고 쾌락(pleasure)으로서의 패션에

대한 자기 소신을 피력한다.

"People who are successful and good-looking, people say,

'Oh, well, they must be shallow.' But it's like, if you want

to look good when you go out, isn't part of that respect? For

other people? That maybe you'll bring a little bit of pleasure

. . . or honor! It's a way of honoring a situation by looking

good, and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at."

At 43, Candace looks very, very good, still all shiny hair and

pool-blue eyes: a water lily of a woman. She often writes

about teeth when she describes a beautiful woman, and her

own are blindingly, improbably white.(Levy 2002)

부쉬넬이 표출하는 관상용 미녀 클리셰는 지각 있는 이라면 감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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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두를 못 내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전시를 과단성 있게 해내는(“all

over the show” Walden 2015) 자만이 표출하는, 있을 법 하지 않

은(“improbably”) 매력을 뿜어낸다. 완상 대상이 되기를 기꺼이 자청

하는 부쉬넬은 자기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는 클리셰 수

행이 자학이 아니라 자조임을 예증한다. 그는 클리셰적 여성미를 과

시하는 옷차림(“in a mohair micro-miniskirt with sequins, and

glittery knee-high boots by Jimmy Choo, enthusiastically inhaling

Marlboro Lights and shaking a professionally coiffed golden

mane” Mason 2000)으로 남성 저널리스트의 시선을 사로잡아 유력

잡지(The New York Times)에 통속적인 전형으로 나오기를 주저하

지 않는다. 두려움과 자책으로 가득한 자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

는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 미녀 부쉬넬이 표출한 클리셰에 사로잡힌

메이슨은 자기 앞에서 육체미를 뽐내는 미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

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부쉬넬은 자기 전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여성미를 드러내는 여성성

—으로 만인 앞에 나서서(“a series of titillating publicity pictures

that feature her seemingly infinite legs and generous portions of

honey-toned flesh” Mason 2000) 자신을 여성성 클리셰의 화신으로

천명하고자 한다. 부쉬넬 자신이 특정한 ‘모양’으로 나타나 무언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한, 그는 원하는 바로 그것으로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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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aiting to Exhale

<그림 4>

포레스트 휘태커(Forest Whitaker)가 감독하고 테리 맥밀란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

한 영화 Waiting to Exhale은 1995년에 개봉하여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고 사회적

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로빈 스톡스(Robin Stokes) 역을 맡은 릴라

로촌(Lela Rochon)은 생기 넘치고 섹시한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단숨에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른다. 로빈이 의도적으로 집으로 초대한 직장 동료 마이클과 성관계

를 갖기 전 그를 색정적으로 자극하는 장면인 <그림 4>는 글쓴이가 소장한 DVD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다.

도발적인 섹슈얼리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다. 모두가 외설적인 상

상을 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적어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가늠해본

다. 그러나 남들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음탕한 패션은 만인의 기호

에 들어맞지 못하고 그저 ‘제정신이 아닌’ 젊은 여성의 전매특허로

간주된다. ‘그런’ 옷을 입는 여성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여성

은 웃기는 친구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정한 이웃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모두가 도처에서 이러한 여성을 쉽게 찾아낸다. 그러나 찾기

쉬운 것이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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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ing to Exhale에서 주위 여성 인물들의 지탄(“That girl

just don’t have a drop of sense and no pride whatsoever” WtE

316)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고(“She wasn’t the least bit

embarrassed” WtE 316-317) 여성성을 전시하는 인물은 로빈(Robin

Stokes)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현란하고 농후한 육감(“a luscious

mood” WtE 42)으로서의 여성성이 가장 잘 발휘되도록 ‘포토제닉’한

모습(“completely photographable” WtE 100)으로 자신을 알맞게 치

장한다.

Waiting to Exhale에서 여성들은 패션을 통해 마치 가부장

제 질서에 복속하는 것처럼(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텍스트의 여성 인물들은 남성적 혹은 중성적인 스타일을 의식적으

로 고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텍스트 내내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를

숨기지 않으며 ‘중요한’ 날에는 여성적인 방식으로 잘 차려 입고 신

경 써서 화장을 한다. 이러한 모습이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퇴행인

가? 그렇지 않다. 이전까지 꾸미는 것이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

성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학습하고 답습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 작

품에서는 패션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명확하게 잘 파악한 여성이 자기 의도에 맞게 선택지를 주

체적으로 고르고 이용하는 행위이다. Waiting to Exhale의 여성 인

물들은 자신이 선택한 의상이나 스타일의 기존 함의가 무엇인지 너

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의도에 맞게 그것을

취사선택하고 이용하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 최선을 다하고

만족스러운 결실을 기대한다. (조금 빤한 도식으로 말하자면) 일이

든 사랑이든, 아니면 그저 보다 더 섹시한 자기 모습이든 그들이 원

하는 것은 분명하다.

Waiting to Exhale은 분명히 패션을 다룬 텍스트이다. 서술

자는 여성 인물이 삶에서 기대하는 것들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려낸다. 그들은 타의로 갇힌 ‘집안의 천사’가 아니라 나

름대로 꽤 성공한 직업인이다. 그러나 이 커리어 우먼들은 직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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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을 승격하는 이야기 대신 ‘여전히’ 사랑과 결혼과 애인과 멋진

옷을 갈구하는 내러티브 안에서 생동한다. 이 점이 Waiting to

Exhale의 한계인가? 여성에 관한 텍스트가 마치 예정이라도 한 것

처럼 봉착하고야 마는 익숙한 타협 지점인가? 아니다. 이 텍스트의

줄거리는 예견된 패배를 향한 회귀 본능이 아니다. Waiting to

Exhale의 여성 인물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여성’이라는 탈을 쓰고

가부장제로 기어들어가는 무력하고 무지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 솔직한 자기 자신일 뿐이다. 마음에 드는 남성

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겨드랑이를 면도하고 마땅한 옷을 찾느라 헤

매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적인’ 요소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심란한

역행이 아니라 여성성의 개념과 의의를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

이다.

텍스트 내에서 ‘남성의 종속물’이라는 기존의 여성성(상)13)을

가장 순전하게 답습한 여성 인물인 로빈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여

성’(girl14) 혹은 girly-girl15)) 그 자체이다. ‘올바른’ 사리 판단 대신

13) 이러한 여성은 남성 중심적 가치 체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의 존재 의의를 명확하게 밝혀내려면 남성(관객)과의 관계가 전

제되어야만 한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자립하였을지라도 그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남성에게 정신적으로 깊이 의지한다. 그는 적극적으로 성

적 매력을 어필하여 자신을 소비 가능한 아름다운 물질 대상(object)으로 전

시한다. 외모와 정서, 젠더 등의 측면에서 그는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기

준에서 열등하고 부차적인 종속물에 불과한 여성상을 그리 불쾌하지만은 않

은 하나의 역할로 기꺼이 떠맡는다.

14) 리사 터틀(Lisa Tuttle, 1999)은 소녀(“girl”)라는 개념을 “젊고도 성적 요구

에 곧장 응해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지위가 낮다고 간주되는 여성”(187)

으로 설명한다.

15) 아리엘 레비(Ariel Levy, 2005)는 여성성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여성을 소녀

(“Girly-girl”)라 지칭하는 세태를,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a built, beautiful

young woman with milky skin and silky hair and a broad, lipsticked

mouth” Levy 97)이 남성 중심 가치체계와 성차별주의를 십분 나타낸다고

알려진 대중매체(“in the videos and the Victoria’s Secret catalogs” Levy

99)에서 추앙받는 다른 여성들을 가차 없이 경멸(“Yeah, we’re all women,

but are we supposed to band together? [...] Hell, no. I don’t trust

women” Levy 101)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소녀가 형상화하는 여성성

은 남성의 가치척도(“men’s appreciation for them” Levy 99)에 맞추어 비논

리적으로 보일 만큼 까다롭게 자기 외모를 치장하는(“Girly-girl”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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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이고 즉물적 성격(“on the dizzy side when it came to men”

WtE 179)이 공공연히 강조된 그의 행동거지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

너무나 철없고 어수룩하다. 중시와 경시의 대상이 노골적으로 확실

한 로빈의 사고방식은 다른 여성 인물들이 자세·태도·몸가짐 등으로

드러내는 절도 있는 온건함 대신 자극적인 솔직함(“one of my

major weaknesses has always been pretty men with big dicks”

WtE 48)이 그득하다. 버나딘(Bernadine Harris)이 읽어낸 로빈의 특

성은 여성주의적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다.

She is so unlike you: bold and zany, optimistic about

everything, and she talked a mile a minute. She didn't have

a drop of class, no sense of style, but it was clear that she

tried hard.(WtE 37)

로빈의 행동 방식이나 취향, 복장 등은 방정한 품격 대신 우스꽝스

러울 정도로 외설적이다. 그러나 그는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드

러내놓고 깨부수려고 의지를 표출하는 정형화된 인물이 아니다. 로

빈은 어릿광대처럼(“zany”) 오히려 여봐란 듯이 감정적 면모를 강조

하며 기존 전형의 화신 노릇을 한다. 분별(“common sense” WtE

179) 있게 행동하는 그의 친구들이 보기에 이 (실제 나이로 보나 정

신적으로 보나) ‘어린’ 여성은 그저 이성애 관계에서 성적 욕구

(“many physical needs” WtE 153)를 채우는 데 급급한(“Robin, I’ll

be glad when you learn how to control your hot ass. Don’t you

know how to say no?” WtE 235) 쇼핑광(“a die-hard shopaholic

and terrible at managing her money” WtE 177)일 뿐이다. 이에 부

become the term women use to describe exactly who they do not want

to be: a prissy sissy. Girly-girls are people who “starve themselves and

paint their nails every fucking second,” as Anyssa put it; people who

have nothing better to think about than the way they look.” Levy 101)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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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라도 하듯이 로빈의 외양은 다른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색정

적이다. 그는 굳이 더 나은 여성상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는 남

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뿐이다. 따라서

로빈의 겉모습 이면의 무언가를 추리하고 탐색하는 일 없이 액면

그대로가 전부라고 납득해야 한다. 그가 여봐란 듯이 내보이는 클리

셰에는 고차원적인 계교나 복선이나 속임수가 없다. 그렇다면 절제

력 있는 세 여성 친구들이 자기 곁의 한 색정적인 흑인 여성을 바

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떨까?

흑인 여성과 지나친 성적 방종은 상당히 흥미로운 관계를

맺는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자유를 대체로 옹호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들은 특정한 여성들이 흑인 여성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가치 절하한다고 여긴다. 그들에게 진정한 흑인 여

성이란 자신의 흑인(black) 정체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공고하게

지키는 존재이며 안팎으로 ‘올바른’ 사람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로빈은 ‘나쁜’ 흑인 여성에 불과하다. 그는 배우 로빈 기븐스(Robin

Givens)16)의 연장선상에 있으며(“Bernadine thought Robin could

16) 기븐스는 명문 대학을 나온(“a sophisticated Sarah Lawrence graduate”

Randolph 126) 재원이었지만, 헤비급 챔피언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과의 1년간의 결혼 생활에 1989년 종지부를 찍은 뒤 전국적으로(“the

most hated woman in America” Randolph 122) 악명 높은 ‘꽃뱀’(“the

glamorous glacial gold digger” Randolph 122) 이미지를 얻는다. 특히 미국

흑인 사회 전반은 백만장자 영웅이나 다름없는 남성을 농락한 것처럼 보이

는 맹랑한 어린 요부(“the drop-dead beautiful temptress who made her

name and fortune by making fool of Mike Tyson” Randolph 122)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the object of the kind of concentrated hatred

typically reserved for soap opera villains” Randolph 122).

그러나 존스(Jones)는 여성이 저급한 창녀(“skeezer”) 이미지를 자득하여 자

의식 고양과 자기주장에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a twisted testament to

female power” Jones 81) 언명하며 기븐스가 갱스터의 섹시하고 매력적인

정부 역할로 조연을 맡은 1991년작 영화 <천국으로 가는 장의사(A Rage
in Harlem)>를 예로 든다.

If you pursue this thought, then Robin Givens—according to her

commodity value—is the most powerful woman in America. She

“took out” millionaire Mike, the most lethal man in the world.

Dogged for being a gold digger when she divorced Tyson after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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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ly pass for a tall Robin Givens” WtE 233) ‘나쁜’ 여성성의 전

형을 보여준다. 그는 마치 남성과의 (성)관계 안이라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I needed some form of male stimulation and

companionship before I went crazy or bankrupt” WtE 47). 서술자

가 부여한 그의 성향을 보면 그는 몸이라는 단계에서는 최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그보다 고양된 단계 즉 정신적 면모로는 그저

멍청할 뿐이다. 남성—그것도 다른 이들이 모두 등한시 하는 유형의

남성 즉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내면은 쓰레기인 남성17)—에게 정

신적으로 휘둘리지만 그가 옷을 끝내주게 잘 입는 미남이고 특히

그의 멋진 몸과 나누는 섹스는 최고라고 자랑하는 식이다. 그 누구

months of marriage (and alleged physical abuse), Givens went on to

redeem herself in the eyes of some of her critics with A Rage in
Harlem, in which she plays a character very similar to her media
persona, though does it on-screen, in a tight Lycra dress, for

everyone to consume. After seeing the movie, a friend—an

intellectual man, I thought—said, and I quote verbatim: “Givens is

not a bad person after all. And her ass! She was pretty talented.

This gave the Tyson thing a context. She deserved the conquest.

And she didn’t even have to go ten rounds with the brother.”(Jones

81-82)

이 영화에서 기븐스가 맡은 역은 그의 부정적인 중평을 쇄신하고자 애쓰지

않고 고착된 이미지를 고스란히 다시 보여준다. 기븐스는 몸에 딱 붙는 드

레스를 입고 나와 자신의 성적 매력이 강조된 꽃뱀 페르소나를 오히려 자신

만만하게 전시하며 소비용으로 내놓는다.

17) 로빈에게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진지한 책임도

회피하는 러셀의 외양은 섹시한 패션모델(“he can dress his ass off, he’s

the best lover I’ve ever had since I’ve been in Pheonix, he’s fine as can

be, and I know he’d make some pretty babies” WtE 180)이나 다름없다.

로빈은 옷을 잘 입고 외모가 훌륭한 러셀이 낭만적인 이성애 판타지에 잘

들어맞는 모습(“Russell was so fine that every black woman in America

in her right mind probably wished she could have him” WtE 44)임을 부

각한다. 그러나 다른 인물들은 러셀이 잘난 외형과 성적 매력 외에는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며 통렬하게 비난(“Bernadine always claimed that

Russell was nothing but a whore with a dick” WtE 179)한다.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남성에게 쏟아지는 회의와 경멸(“Plus, Daddy never liked

Russell. He said Russell was too pretty, dressed entirely too flashy for a

man, and a woman should never trust a man as pretty as he was” WtE

332)은 패션 그 자체를 향한 일반적인 조롱과 경시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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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빈의 정신적 성숙함을 기대하지 않고 진지하게 취급하지도 않

는다. 그들에게 로빈은 그저 몸으로 존재하고 몸으로 모든 것을 말

하며 그저 몸으로 자신을 나타낼 뿐이다. 특히 그의 성적 매력을 강

화(“looking pretty snazzy” WtE 175)하고 남성들을 홀리는 큰 가슴

은 성형의 결과물이기에 다른 여성들의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한다

(“talking about me like a dog behind my back” WtE 326). 사바나

를 비롯한 친구들은 로빈의 커다란 가슴에서 두드러지게 인공적인

면모(“When she lean forward, her breasts plunged out from her

blouse, as if they’d been suffocating” WtE 233)를 주시한다. 육감

적 여성미가 흘러넘치는 로빈의 가슴(“she looked at Robin,

particularly her cleavage, which was extremely prominent in that

white top” WtE 175)은 타고난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돈을 주고 만

들어낸(“Then buy you some. How do you think I got these?”

WtE 175) 걸출한 인공물이다. 여성 인물들의 눈에 그 막대한 가슴

(“When I saw his eyes grow as big as saucers, I worried about

my breasts” WtE 59)은 남성의 욕망 어린 시선을 받고자하는 열망

의 소치일 뿐이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힘들게 간호하는 어

머니가 있는 본가 이야기가 로빈의 ‘나름대로’ 깊은 속내를 드러내

고 ‘인간성(미)’를 보충하는 것 같지만 텍스트 전반에서 로빈은 괴짜

친구라는 전형성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클리셰를 답습한 로빈은 자기 목소리 하나 내지 못

하는 박제가 아니다. 로빈은 그 어떤 인물보다 활발하고 원기 왕성

하다. 맥밀란은 네 주요 인물들 중 로빈을 가장 발랄하게 그림으로

써, 정형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모습’과 삶에 자부심

을 갖고 소신 있게 자기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로빈

은 남성 중심 가치체계의 총애를 받는, 통속적으로 섹시한 여성 전

형으로서의 생기가 넘친다. 따라서 재미있고 엉뚱한 에피소드를 만

들어내는 원동력은 로빈이라는 여성의 기행(eccentricity)이다. 이 여

성은 ‘창녀’이고 색정광이며(“they also think I’m a nymphoma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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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why they jokingly refer to me as “the whore” WtE 55)

인공적 요소들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는 수다쟁이(“She ran

her mouth a mile a minute” WtE 179)이고 남성의 눈길을 끄는 옷

을 입으며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여성처럼 보인다. 로빈

은 열등한 여성성 클리셰를 표출하는 여성이다. 따라서 비교적 ‘개

화한’ 다른 여성 인물들은 로빈의 여성성을 싫어한다. 로빈은 창피

한 친구이고 부끄러운 단면이며 당장 계몽시켜야 할 너저분한 존재

이다.

로빈의 바보 같은 성질과 대비되는 것은 사바나의 이성적

면모이고 상황 판단력이며 현명함이다. 텍스트 전반에서 사바나는

자신의 패션 취향과 센스가 세련되었다고 자신하며 그 ‘세련됨’에

걸맞게 비교적 정숙하게 입는 편이다. 이에 비해 성적으로 개방적이

고 대담한 로빈은 의상 선택에 있어 안목이 뛰어나다기보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데 강조점을 둔 과시적이고 야한—더 거칠게

말하자면 천박한—의상을 입는다. 일례로, 사바나는 마음에 드는 남

성과의 중요한 데이트를 앞두고 어떤 옷이 가장 적합할지 고민한다.

옷차림이 내포하는 바가 자신이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

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과제이다.

Right now,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wear to this

damn party. I always get like this when I’ve been roused.

Why do some men have the power to get you like this, and

some don’t? Who knows? Who cares? I thought, as I pulled

all the evening clothes I'd brought out of my garment bag,

spread them on the bed, the couch, and over the chair. I’d

meant to bring my black lace dress. That would be perfect. I

looked at everything again. I’ll wear white dress. It's sort of

Diane Keatonish, but with much more pizzazz. It’s long, has

a drop waist, this thick gold embroidery stuff all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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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line, kind of low in the front but not too revealing, which

of course wouldn’t reveal all that much on me anyway.(WtE

388)

야하고 화려한 옷에서 찾을 수 있는 활력(“pizzazz”)을 의식하면서

도, 노골적인 클리셰로 자신의 점잖음을 강등시키고 싶지 않은(“I

don’t want to look too suggestive, by wearing something tight”

WtE 271) 사바나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신중하게 옷과 자기 정체

성의 상관관계를 숙고한다. 흥미롭게도 사바나가 여성성을 그 누구

보다도 직설적인 외양으로 체현하는 로빈에게 데이트 패션에 대해

물을 때 돌아오는 답은 그저 섹시한 옷을 입으라는 간명한 주문

(“Wear something sexy, girl.” WtE 271)이다. 그러나 사바나에게

섹시함이란 타협과 긴장, 절충으로 뒤범벅된(“kind of low in the

front but not too revealing, which of course wouldn’t reveal all

that much on me anyway”) 난관을 헤쳐 나가는 고난도의 기교가

필요한 어려운 숙제일 뿐이다.

작가는 두 인물 모두에게 1인칭 시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의

미심장하다. 로빈도 ‘나’라고 말하고 사바나도 ‘나’라고 말한다. 사바

나도 솔직하지만, 로빈의 ‘나’는 그 누구보다 진솔하다. 주변 여성에

게 로빈은 ‘길티 플레저’나 다름없다. 로빈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며 남성 앞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바로 그 여성이고 너희들이 떠올리는 바로 그 여성이라고

소리쳐 외치는 꼴로 살아간다. 사바나 등 다른 흑인 여성 인물들은,

로빈이라는 자신의 또 다른 잠재적 정체성 앞에서 당황하거나 부끄

러워하고, 탄식하거나 혹은 몸서리치며 분노한다. 이들의 반응은 클

리셰적 여성성 표출의 이점을 로빈이 독차지 한 것 같아 느끼는 질

투와 거리가 멀다. 그들은 로빈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기에 그의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적 무지의 소치에 그저 연민을 느낄 뿐이

다. 로빈이 자넷 잭슨과 로빈 기븐스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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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남성이 지켜보는 여성, 남성의 시선을 받는 여성, 남성의

시선을 기대하는 여성, 남성의 시선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여성이

다.

로빈은 러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치장에 공을 들인다. 로

빈의 여성성은 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천박함이라는 중평을 공

유한다. 여기서 패션은 낭만적인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애

정—정서적 감흥과 성적 흥분—을 끌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신경을 써서 자신을 치장하는 행위로, 말초적이고 지엽적이라

쉽게 평가당할 수 있다. 그가 열거하는 패션 행위 항목들의 여성적

성격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요구와 기

대에 부응하고자 주도권을 넘기고 자진해서 남성 시각의 소유물이

자 객체가 되는 우매함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그러한 ‘자진’이 바로

현대 여성의 자기 본위이며 주도권이다.

I did everything in my power to make sure Russell would

keep loving me. I kept myself up. Worked out four days a

week, and he hardly ever saw me without my makeup. I

spent a fortune on this weave, and mine looks as good as—if

not better than—Janet Jackson’s. I used to do my own

press-on nails, but I let Gloria give me some acrylics after

Bernadine finally told me how tacky they looked. My polish

was never chipped, I always get a fill when I needed one,

and my feet were never crusty because I got a pedicure

once, sometimes twice, a month.(WtE 43)

로빈이 비교 대상이자 가치 척도로 상정하는 여성은 대중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여성미를 과시하는 유명 가수이다. 대중문화 미디어가

제시하는 여성은 뚜렷하고 분명한 규격대로 만든 상품으로서의 여

성이다. 대중매체는 다수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통속적이고 호소력



- 106 -

있는 이미지를 육체파 여성미에서 찾아 상품화한다. 섹슈얼리티를

강조할 요량으로 만전을 기해 완벽하게 가꿔 돋워놓은 선정적인 육

체성이 이러한 기성품의 ‘셀링 포인트’이다. 눈에 띄는 매력적인 겉

모양이 관객의 감정을 자극해 소비를 촉진한다.

감정과 섹스어필이라는 ‘여성적’ 영역에 특화된 소비문화 안

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클리셰 이미지—글래머—를 가장 잘 구현

한 여성이 스타가 된다. 여성적인 방식과 모양—성적 매력을 강조한

패션—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나고픈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성

은 기존의 대중문화가 여성을 그저 인간 이하의 대상으로 취급해

소비해버린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여성미 이미지를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재화

를 소비한다. 고정관념에 저항하지 않는 여성은 굉장히 세심하게 치

장해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여성미를 구현하기 위해 패션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이 흠 없는(“never crusty”, “never chipped”) 상품

이미지는 전형적인 이성애 로맨스 틀에서 전력을 다해 만들어낸(“I

did everything in my power”) 최상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어 성애

의 대상인 남성에게 칭찬 받고 싶은 여성의 열망과 맞아 떨어진다.

한편, 로빈의 성적 자유(“I was a little generous in the

loose-sex department” WtE 56)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잠자리를 함

께한 남성의 수(“I admit that I sometimes find myself at parties

and other social functions where I can count how many of the

men in the room I’ve slept with” WtE 56)나 종류에 상관없이 여

전히 가부장제가 허락하는 방식의 방종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

가 누리는 자유의 극치18)는 모든 여성이 적어도 한 번은 상상했을,

18)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로빈은 남성과의 관계

에서도 기분 내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그는 ‘상식’을 따라 신중하

고 조심스럽게 사리판단을 하지 않는다. 로빈은 자기 언행을 엄격히 단속하

는 데 소홀하다. 그는 지극히 여성적 방식·성질의 모멸이나 전락을 무심히

감수한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분별 있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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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 굉장한 무엇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모든 여성들은 그것이 ‘차마’ 실행할 수 없는 미련의 소치(“totally

unaware of how dense she was” WtE 179)라는 것을 안다. 텍스트

속 인물들은 로빈의 대범한 여성성을 여성의 자유가 가부장제의 속

박으로 회귀하는 명징한 증거로 읽고 경악한다. 세 여성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로빈을

꼽는 일은 없다. 그들에게 로빈은 피상적이고 굉장히 겉도는 어떤

이질적 존재이다. 여성 인물들이 로빈에게서 찾아낸 천박함은 그가

유명 가수 자넷 잭슨의 그것과 견주며 애지중지하는 붙임 머리로

형상화된다. 그들은 자주 로빈을 책망하고19) 그에게 절조나 도의를

가르쳐주어야(“Don’t do anything stupid [...] Whatever you do,

don’t embarrass yourself, and especially us” WtE 186) 한다고 생

각한다. 여성 인물들은 로빈의 철딱서니 없는 행실과 외양을 기준으

로 그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단순하고 생각 없는 존재로

단언한다.

데지레와 로빈(“Robin was late again, something I was

starting to notice was a bad habit of hers” WtE 209)은 (지성인)

하는 여성이라면 신세를 망칠까봐 꺼릴 법한 일도 로빈은 마다하지 않는다.

I take a quick douche and thank God for sending me a desirable

man tonight. I don’t care if Russell belongs to somebody else. I

don’t care if he has to get up and leave when it’s over. And I

almost don’t care when I look under the sink and my box of Today

Sponge is empty.(WtE 172)

그는 러셀과의 사이에서 자기 욕망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기에 기꺼이 정부 노

릇을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을 떠난 러셀이 안정적인 ‘관계’를 확언할 생각 없이

오로지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찾아오는 상황에서 상대를 미련 없이 보낼 각

오를 하고 기쁘게 맞아들이며(러셀은 그의 육체적 욕구를 나무랄 데 없이 만족

시킨다), 그가 친부로서 책임지지 않을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다. 그 순간의 욕

망 충족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로빈은 윤리관에 얽매이지 않으며 상당히 ‘경솔한’

면모를 내비친다. 그는 ‘나쁜’ 행실이 초래할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욕망을 적확하게 충족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현

재를 온전히 즐기는데 집중한다.

19) “Then that means you’ve fucked him already.” / “What’s wrong with

that?” / “Robin, I’ll be glad when you learn how to control your hot ass.

Don’t you know how to say no?” / “Why should I?”(WtE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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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의 기대를 배반하는 여성 인물로서 붙임머리가 상징하는

‘천박한’ 여성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데지레가 ‘자넷 잭슨의 그것보

다 더 나은’ 로빈의 붙임 머리를 시술하였다). 둘의 내외적 성향 또

한 여봐란 듯이 ‘퇴보’하기에 보통 기준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글로리아가 운영하는 미용실(“Oasis

Hair”)에서 붙임머리를 전담하는 보조 미용사로 일하는 데지레는 시

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invariably late” WtE 312) 성품과 행실

이 ‘바르지’ 못하여 주위의 평가가 좋지 않다(“Desiree was starting

to get on her nerves; she was always late, always backed up,

and lately the customers had been complaining to Gloria about

her” WtE 67). 특히 가발 착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마 없는

(“neither of them had much of her own” WtE 142) 그의 외양은

이지적 면모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주입식 여성성에 매몰되어 비

웃음만 사는 한심한 여성의 전형을 나타낸다.

Desiree, who did nothing but weaves, was her own best form

of advertising. Somebody had made the mistake of telling her

years before that she could be a model, and she’d never

forgotten it. Even though she was clearly in her late late

thirties, she wore miniskirts when her thighs should’ve told

her it was too late, leggings and crop tops, with thick belt of

fat in between that apparently everybody could see except

her. There was no such thing as too much makeup to

Desiree, and no one knew how she did those weaves,

considering how long her acrylics were.(WtE 78)

글로리아의 눈에 비친 데지레는 풍성한 붙임머리로 여성미를 강조

하는 유명 가수 다이애나 로스 흉내(“who looked like Diana Ross

today, flung her hair from her face” WtE 144)를 내며 잘난 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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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who thought she was Miss Sophisticated” WtE 81) 내실

을 갖추지 못하여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물이다. 글로리아의 어려

운 처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내키는 대로 일을 그

만둔 데지레가 굴욕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Miss Black America

came back on her hands and knees” WtE 429) 모습은 자기 분수

와 주제를 모르던 철없는 탕아가 마침내 정도를 깨닫고 감화되는

모습이다.

로빈이 자기 외모에 안달을 내는 방식은 아크릴 붙인 손톱

(“shiny red nails” WtE 235)을 관리하러 뻔질나게 미용실에 가고

(“Every other day, Robin would say, “I’ve gotta get a fill, girl.”

WtE 145) 다른 이들이 보기에 이미 충분히 과시적인 가슴(“Her

boobs were perched on her chest like two brown grapefruits. I

think I’ll keep my miniatures.” WtE 213) 이상의 부위를 더 성형하

고 싶다는 말(“I wish I could just get some plastic surgery and

be done with everything” WtE 181)로 드러난다. 로빈 주위의 여성

들은 이러한 과도한 ‘여성성’을 예민하게 의식한다. 로빈은 애인이

있는 남자와 사귀었고 (사실을 몰랐기에) 부인이 있는 남자의 정부

노릇을 했으며 늦지 않은 나이에 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

주부 노릇을 하며 안온하게 생활하기를 꿈꾼다. 로빈의 친구들이 그

리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이러한 과도한 ‘여성적’ 양태(“mistresses,

whores and breeders” Giddings 43)는 로빈이 보통 남성을 향한 성

적 어필로 읽히는 패션을 하고 나온다는 점과 맞물린다. 그의 패션

감각과 취향은 전위적이거나 세련된 신세대적 방식이 아니라 굉장

히 전형적이고 상징적이다.

I like Robin and everything, but she’s a little too flashy for

my taste, and from what I’ve seen, when she goes out, she’s

like a walking billboard: “Here I Am, and I’m available.” She

could be a bad reflection on me.(Wt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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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주위의 평가와 달리, 로빈은 화려한 외모로 남성의

시선을 끄는 삶을 즐긴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에게 바람직하고 남부

끄럽지 않은 평범한(“decent and ordinary” WtE 55) 삶을 종용한다.

이런 삶은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충직한 직장 동료 마이클로 표상된

다.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 등을 ‘이성적으로’ 고려하면 마이클

은 알맞은 결혼 상대(“a good catch” WtE 54)이지만 로빈은 도저히

그를 사랑할 수 없다(“I don’t love Micheal, and he knows it. I

told him he’s a wonderful man but not for me” WtE 423). 로빈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적확하게 채워주지 못하는(“He can’t fuck”

WtE 153) 그를 지루하다(“boring”)고 평가한다. 다른 이들은 로빈의

이러한 언사가 그의 생각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여기고 마이클의

외모보다 올바른(“principled” WtE 170) 내면을 보아야 한다고 충고

한다.

로빈의 패션에서 사람들이 읽어내는 것은 동정의 대상

(“She’s pitiful” WtE 236)이다. 그러나 로빈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

는지 잘 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알고 무엇이 자신을 만족

시키는지 단언할 수(“Robin rant and rave about how good some

man had made her feel and how Russell had made her toes curl”

WtE 76) 있다. 그는 가장 깊숙한 내면을 밖으로 꺼내는 데 주저하

지 않는다.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솔직하다. ‘사적’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정도를 걷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속박하지

도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의 평가가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내

버려두는 대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I don’t care what they

might be saying” WtE 326). 그는 그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행

동할 뿐이다. 이러한 ‘무심함’ 내지는 ‘상관없음’의 태도가 바로 그의

새로운 면모이다. 맥밀란은 가장 섹시하고 도발적인 여성 인물을 현

대 여성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일종의 극단에 놓음으로써 여성

성의 현대적 의의를 재고하고자 한다. 성적 욕구를 표출하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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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전혀 거리낌이 없는 로빈은 특히 남성 앞

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어 해방과 자유를

체현한다. 그는 기존에 남성 중심 시각으로 재단된 섹시함을 여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전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흑인 여성 지식인에게는 잊고 싶은 상투적 수식어인 야만

(“primitive” hooks 73)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주위 인물에게는 자신

의 평판까지 깎아내리고 매도하는 악영향(“bad reflection” WtE

216)의 원천인,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야하게(“a hot number” WtE

55) 생긴 로빈의 행동거지는 너무나 대담해서(“too flash” WtE 216)

모두의 원성을 산다. 그러나 그는 그저 자기 안에 있는 페르소나

(“my persona” WtE 61)를 훌륭하게 행할(“this is how I would

act, this is what I’d do” WtE 61)뿐이다. 로빈은 남성들이 성장(盛

裝)한 자신을 보길 원한다. 그는 명확한 의도(“she knew who she

was and what she wanted” WtE 37)를 가지고 잘 꾸민(“enough

time to zip by Oasis to get a nail repaired and stop at home to

change into something flashier” WtE 173) 매력적인 외관을 남성

앞에 주저 없이 전시(“it felt as if they were on display, which

Robin didn’t seem to mind. She liked getting attention, and it

showed” WtE 177)한다. 어떻게든 남성 지배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

아야 한다는 외침으로 가득한 시대에 성차를 의식하고 굳이 ‘여성

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여성이다. 그는 눈에 거슬릴 만큼 적나라

한 구식 외관으로 자기 의도를 드러낸다. 자신의 애욕을 만족시켜줄

남성의 시선을 끌고 스스로도 글래머 ‘판타지’의 화신으로서 자기만

족할 수 있게 여성성 양식을 과시한, 꼴불견에 가까운 노골적 태도

에서 무시무시하게 풍겨 나오는 섹시함 말이다.

자신과 동일한 인종과 젠더를 지닌 식자가 요구하는, 흑인

여성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합당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방

식은 로빈의 패션과 거리가 멀다. 흑인성 문제는 로빈의 여성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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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다시 말해 패션 행위와 결부된다. 기존의 가치체계를 있는 그대

로 이용하는 패션을 향유하는 로빈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수없이 흑인성의 문제에 부닥친다. 그가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과

도한’ 섹슈얼리티와 자발적인 성적 대상화는 노예제를 주창한 백인

남성 본위의 인종주의적 미감—젊은 흑인 요부의 성적 매력—자체

의 외설성을 부지불식간에 반추하게끔 한다. 철두철미한 자기 관리

로 이루어낸 그의 미장은 흑인 남성의 백인성 지향적 미감을 강화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빈은 분명 주도권을 갖고 자기 본위로 클

리셰를 선택하여 패션 행위를 한다.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미려함은

물질적 자기 고양이며, 기성품의 순전한 체현과 잘 구분되지 않는

다. 브라운관에 등장하는 섹시한 디바가 무대 뒤에서 갈고 닦은 최

고치의 기량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듯이 그도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현란하게 포장하여 과시한다. 그러나 후천적이고 인공적인

요소들을 덧붙이고 가공하여 미장을 끝낸 로빈의 모습은 역설적으

로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Natural’ then has shifted to

‘naturalized’” Tate 48). 그의 여성성은 곧 그의 결정(“This is my

decision” WtE 422)이고 의지이며 내외를 망라한 패션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3.3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비교

맥밀란과 부쉬넬 모두 각자의 텍스트에서 클리셰와 고정관념

(stereotype)으로서의 여성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과시하는 여성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들이 인종 문제를 다

루는 방식은 분명 다르다. 패션 행위를 하는 흑인 여성이, 사회가

인종을 고려하여 부과한 제약과 속박을 백인 여성보다 훨씬 더 많

이, 자주 받는 것은 사실이다. 백인 남녀의 성적 관계가 주요 쟁점

인 Sex and the City에는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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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여봐란 듯이 과시하는 백인 여

성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여성성은 인종과는 별 연관이 없다. 인종

적 특성보다 여성이라는 ‘보편적’ 정체성만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백

인 여성이 패션으로 자신을 꾸밀 때 백인성(whiteness)을 굳이 의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Waiting to Exhale은 의식적으로 흑인성

(blackness)을 다루고 독자가 전면적으로 그것을 숙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흑인 여성의 미장은 흑인성이라는 가치체계에 쉽게 얽매

인다. 흑인 여성은 패션으로 특정한 모습을 하기 이전에 자기 검열

을 하듯 그것이 흑인성이라는 평가 기준에 들어맞는 적절한 선택지

인지 숙고하기를 종용받는다. 이때 흑인성은 노예제 시절까지 거슬

러 올라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로 귀결되기에 흑인 여성의 여

성적 패션을 자기기만(self-exploitation)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두 텍스트 모두 글래머, 섹스어필, 성적 방종을 명시하는 여

성적 패션을 다룬다. 그러나 Waiting to Exhale에 빈번하게 나오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어울리지 않게 과장했다고 비판하는 시선

이 Sex and the City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Sex and the City에는 ‘잘못된 패션’이 등장하지 않는다. 캐

리를 포함한 여성 인물들은 그들 본연의 모습에 자연스럽고 무난하

게 어울리는 치장을 타고난 장기처럼 능수능란하게 해낸다. 그들의

패션에서는 관념과 실천 양상이 어울리지 않아서 생기는 괴리를 찾

아보기 어렵다. 멋지게 그을린 피부와 날씬한 몸매, 금발이 돋보이

는(“In the mirror, she looked good. Tan and slim and blond”

SATC 222) 백인 여성 캐리에게 외모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는 패션 때문에 일상에서 불협화음을 빚을 일이 거의 없다. 내키

는 대로 입는 캐리는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드러내지 않는

다. 캐리가 여성미를 과시하고 애욕을 자극하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고스란히 드러내어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어떤 옷이든지 능

숙하게 소화하는 모델이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패션 화보를

찍는 상황이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모양새를 지적받는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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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캐리는 몸을 마구 보여주는 육체파가 되

지 않는다. 그는 잡지에 모범 사례로 실릴 법한 탁월한 세련미를 발

휘한다.

여성미의 상징과도 같은 특정한 신체 부위를 강조하여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패션은, 이성애 관계에서 상대방의 욕망을 단박에

자극하는 통속적인 여성다움 관념을 완벽하게 체현하는 방법이다.

로빈은 이러한 관습적 패션으로 흑인 남성에게 자신을 어필하며 그

가 애정과 찬탄을 표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가 반감을 품고 지

적하듯이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흑인 남성들이 젊고 아름다운 백인

여성(“California pretty and blond” WtE 32)을 여성미와 여성성의

정수로 취급(“I hate the fact that they think white girls epitomize

beauty and femininity” WtE 190)한다.

흑인 여성은 화학 약품으로 머리를 펴거나 가발을 쓰는 등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차라리 부담스러운 무리로 느껴지는 과장’을 해야만 아래로

죽 뻗은 긴 머리라는 하나의—그가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하나

의 선택지로서의—여성적 미형을 과시할 수 있다. 그러나 타고난 신

체 조건에 ‘약간’의 손질만 가하면 금세 ‘자연스러운’ 여성미를 표출

할 수 있는 백인 여성의 미장은, ‘본질’을 노골적으로 거스른 모습이

천박하다고 지탄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의 기준이 백인 여성의 외모

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 본인의 선호와 취향을 따라 ‘이질적’인 글

래머를 표출하는 것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스

스로 정당화해야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일례로 사바나가 립스틱과 블러셔라는 특정 아이템을 집어

내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관념에 파묻혀 과도하게

치장하는 흑인 여성들을 비판하는 대목들이 등장한다. 사바나는 그

들의 치장이 분별 있고 온당하며 그 무엇보다 적당하기를 바란다.

그가 보기에 정도를 넘어선 치장은 그들을 그저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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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throom was packed with rhinestoned, sequined,

glowing, glittering women. Everybody was in front of the

mirrors, spraying or squeezing drops of breath spray on their

tongues, adding more lipstick and blush and perfume when

they didn’t need it, pulling their boobs up, fluffing, spraying,

and picking out their hair. Some were simply admiring

themselves. [중략] I turned around and faced a woman who

probably would’ve been even more beautiful if she wasn’t

wearing so much makeup. And if she would get rid of some

of hair—which I could tell right off the bat was a weave—

maybe you could actually see her face. “That’s a bad dress,

girl, and you're wearing the hell out of it,” she said.(WtE 20)

무엇이 무용하고 유용한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아름다운 모습—그

리고 여성다움을 극명하게 표출하는 상징—을 돋보이게 할 생각으

로 자신을 한껏 과장해서 꾸민 흑인 여성들을 본 사바나는 ‘자연스

러움’이 없는 그러한 과장이 비속하다고 단정 짓는다. 그가 파티에

서 본 여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성에게 잘 보이고자 블러셔와

립스틱으로 더 진하게 화장을 하고(“I brushed on a little more

blush, a coat of lipstick, picked my hair out, and grabbed a fresh

handkerchief from my drawer. When I came out and said, “I’m

ready,” Troy looked like he’d just seen a ghost“ WtE 251) 붙임머

리를 쓰는 로빈을 힐난(“What she needed to do was get rid of

that damn weave and stop wearing that red blush, because it

was too bright for her dark skin” WtE 181-182)하는 사바나의 단

호함은 흑인 여성이 글래머를 추구하여 미장을 할 때 피해야 할 저

속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낸다. 정도를 따르는 미장은 관념 대신

타고난 자기 신체성에 집중해야 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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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주의가 결합한 사회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성’을 온전히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얄궂게도, 온당한 세련미는 백인성을 설명하

는 주요 요소이다.

고상하고 세련된 심미안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바나와 버

나딘은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정도’를 알고 절제할 줄 안

다. 주위 평판을 의식하며 알맞게 조절하고 삼가는 태도가 그들의

기품 있는 패션 취향이다. 그러나 로빈은 외설과 방종을 연상시키는

의미심장한 패션(“look too suggestive, by wearing something

tight” WtE 271)을 아는 대로 고스란히 행한다. 지나치게 노골적인

그의 차림새가 전혀 ‘패셔너블’하지 않다(“She didn’t have a drop

of class, no sense of style” WtE 37)는 것이 텍스트 내 중론이다.

“Look who’s here,” Gloria said to Bernadine, when she

spotted Robin coming out of a lingerie shop. Robin had on a

tight red top that crisscrossed in the front. It was cut low,

as usual. She was wearing extra-tight blue jeans and a wide

red belt. Her shoes were flat and red. Bernadine and Gloria

both knew that Robin wouldn’t be caught dead in

sneakers.(WtE 232-233)

글로리아는 버나딘에게 로빈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그저 한 여성의

상징적인 겉모습을 보라고 말한다. 로빈은 클리셰적 물화에 자아상

을 일치시켜 그가 누구인지(self-definition) 알리고 강하게 자기주장

을 한다. 그는 다른 이들이 나무라는 분별력 없고 경박한 성향20)을

20) 로빈이 이성애 로맨스에 급급하여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게 행동한다는(“dizzy”) 평가가 텍스트 전반에서 등장한다.

“I’d rather be silly than dizzy,” she said. / “Go to hell,” Robin

said.(WtE 343)

It didn’t take long for her to find he was over here, and she had

the nerve to call and cuss me out. “You’re one dizzy bitch,” she

said.(WtE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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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옷차림은 클리셰

수준의 성적 함의를 품은 신체성을 자극적으로 강조한다. 이런 식으

로 남성의 관심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양(“When they sat

down, it felt as if they were on display, which Robin didn’t seem

to mind. She liked getting attention, and it showed” WtE 177)은

일견 촌스럽고 고루해서 차라리 역행처럼 보인다. 로빈의 미의식은

성차별주의의 자의적 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여성미를 체현하려는

욕망을 기탄없이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자기비판 없이 무심한 그의

태도는 성적 콘텍스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패션이 저속하고 천

박하며, 야하게 입는 여성은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고 존중받으려 노

력하는 대신 성적 대상이라는 종속적 지위를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고정관념을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강화하는 것 같이 보

인다.

그러나 로빈이 보여주는 허영으로서의 여성미의 핵심은 욕

망을 충족하려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위험성’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이루

기 위해(혹은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여성인 로빈은 구체적인

관능 클리셰를 기꺼이 이용(“this is how I would act, this is what

I’d do” WtE 61)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한다. 패션은

로빈이 현혹적인 환상에 취하는 정신적 호사를 누리고(“I’m

probably living in a fantasy world or something” WtE 192) 또 이

러한 방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다. 로빈은 자진해서 섹

시한 요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를 향락에 빠뜨리는 느낌과 현란

한 이미지(“You don’t know a thing about vibes, do you, Bernie?”

WtE 236)를 체현한다. 로빈의 뚜렷하고 확고한 미의식은 사회적 관

념을 답습한 결과이며 그는 이 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Savannah didn't say a word. She just sat there listening to the shit

and wanted to slap Robin. Knock some sense into her. Savannah

agreed with Bernadine: The woman was a little on the dizzy side

when it came to men.(WtE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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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 그는 인습적 가치관—다분히 성차별주의에 가까운—을 가

진 남성이 찬탄하는 여성 이미지를 자기 가치, 능력, 매력을 향상시

킬 방법으로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인다. 로빈의 무심하고 유쾌한 전

유는 상대 남성의 찬사(“You’re spontaneous and kind of wild—and

please don’t take that the wrong way. I mean, you do what you

want to do and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later” WtE 157)로

돌아오며 이는 로빈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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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의 골자는 여성 주체가 자기 가치관과 필요에 맞게

여성적 특질 클리셰로서의 패션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행위가 포

스트페미니즘 시대에 새롭게 정의된 여성성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패션 행위는 궁극적으로 남성 중심적 가치체계를 농락하는

순전한 유희이다.

2장에서는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 기조를

따라 구태의연한 태도로서의 여성적 특질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대

신, 개인적 쾌락 추구를 위하여 클리셰와 고정관념을 자진해서 수용

하고 패션을 통해 과시하며 즐기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성

에 주목하였다. 3장에서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가치체계가 널리 퍼진

1990년대 미국의 커리어 우먼을 다룬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두 텍스트가 경력과 인종의 측면에서 반(反)페미니즘적

클리셰를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주장으로 활용한 양상을

검토하고자, 성차별적인 남성주체의 장식적인 성적 종속물이자 열등

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국한하는 패션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여성 인물들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자기 본위로 결정하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이어서

진정으로 해방된 여성 주체를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

니즘이 각기 어떻게 그려내는지를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그리고

여성성—방식을 매개로 비교하였다.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 지배

사회가 만들어낸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여성성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의식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

였다. 관행을 거부하는 이 계도적 사조는 정치적 올바름을 기조로

하여, 여성이 일상에서 진정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할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두 번째 물결은 동시에 여성을

말초적 영역에 특화된 부수적 존재로 규정하여 억압하고 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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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이고 부당한 여성성 관념에—일례로 패션 행위를 통해—적극

적으로 동조하는 여성을 비판하였다. 사회가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인습적이고 전형적인 성역할과 그

에 걸맞은 패션이 여성을 대상화하여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복

속시키고 미시적이고 피상적 활동에 자각 없이 치중하게끔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치장하여 클리셰를 체현하는 여성은 남

성 중심 가치체계가 부여한 여성다움이라는, 정당성과 당위성 없는

미명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물결은 주

체로서의 자의식을 찾기 힘든 이 희생자에게 부당한 종속을 답습하

고 강화하는 대신, 각성하여 여성성 규준과 구습으로부터 탈피하기

를 촉구한다.

특히 이성애 로맨스 관계에서 남성에게 여성미를 표출해 찬

탄 받는 쾌락을 공공연하게 추구하는 흑인 여성이 인위적 방식으로

성적 매력을 강조·강화하여 자신을 꾸민다면, 그의 작위적인 미장은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비판 의식 없는

타락이자 종속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그가 백인 남성이 만들어

낸 성적 객체—야만적이지만 이국적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음란하고

방탕한 색광—로서의 흑인 여성상을 그대로 체현하고, 또한 내면화

한 백인 우월주의를 탈피하지 못해 백인의 외모를 모방하려 노력한

다는 것이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을 따르는 흑인 페미니스트 학자

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포스트페미니즘을 충실히 반영하여 자기 본위로 선

택하고 결정하는 주체 여성의 사고방식은 두 번째 물결의 계몽적

엘리트주의와는 양상이 다르다. 관능적 매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해

성차별주의자 남성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지극히 진부하고 관습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이 남성 관객의 시선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의식하

면서 자진해서 자신을 전시한다. 그는 성차별주의적 가치 체계를 내

포한 패션이 품은 시각적 매력을 절대 경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활용한다. 자부심이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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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자는 여성다움이라는 여성성을 구현해 과시하는 자기 의도

를 상대방이 간파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는 자신을 주시하는 남성의

찬탄과 기대, 인정을 중요하고 불가결한 요소로 취급하기에, 남성의

평가 기준에 잘 부합하도록 클리셰라는 사회적 가치체계를 적극적

으로 충실하게 체현한다. 그는 여성이 소비와 환락, 패션이라는 부

차적 활동에 특화된 존재라는 통념을 거부하지 않는다. 자기 해방

차원에서 클리셰를 의도적으로 즐겁게 이용하는 그에게, 외설적인

글래머를 한껏 발휘한 자기 치장은 순전한 유희이다.

소비되는 상품이자 소비하는 소비 주체인 여성은 전락을 마

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

내는 식으로 단장하는 데서 쾌락을 느낀다. 이 여성은 여성성에 대

한 남성 지배 사회의 분명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있는 그대로 반영

하여 자신을 과시적으로 치장한다. 그는 공들여 기획하고 생산한 이

여성성 상품을 소비문화(consumer culture)·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시장에 내놓고 전시한다. 사회적 양식인 여성성을 능란하

게 패러디한 작위적인 외관은 장본인의 외연을 넓히는 주요 동력이

다.

3장에서는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각각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클리셰적 여성 이미지를 어떠한

자중도 없이 패션을 통해 자발적으로, 더욱이 과시적으로 표출하는

양상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남성 중심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여성다움 클리셰를 구태의

연하게 표출하는 패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기주장을 하는 여

성 인물이 두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Sex and the City의

백인 여성 캐리(Carrie)와 Waiting to Exhale의 흑인 여성 로빈

(Robin)이 ‘여성적’ 여성성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낸다. 도시 여성의

성과 사랑에 대해 글을 쓰는 멋쟁이 저널리스트 캐리는 뭇 남성을

위압할만한 권위 있는 거물이 아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적인

영역에 거침없이 뛰어들어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으로 남성을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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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외감을 자아내는 선구자 신화는 그와 거리가 멀다. 캐리는 여

성적인 관심사와 외양이 수준 낮고 시시하다는 편견에 반발하지 않

는다. 직업적 당위 없이 현란한 그의 옷차림은 여성성 증표를 태연

하게 드러낸다. 섹스어필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지만 동시에 어떠

한 상식도 없는 색광 취급을 받는 로빈은 통속적인 이성애 로맨스

각본에서 절도나 도의 없이 남성의 기호에 맞는 여성 이미지를 체

현하기 위해 부차적 활동—패션 행위—에 몰두하는 여성성의 화신

이다. 그는 뭇 남성의 흥미와 애정을 끄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신조와 생활 태도를 남성 중심 시각으로 재단된 섹시함을 표출하는

패션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성차별주의적 가치 척도에 맞춰 거

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성적 대상화한 선정적인 외관을 과시하는 로

빈은 주위 여성들의 훈계를 딱히 개의치 않는다. 이성애 로맨스 각

본과 남성 관객의 심사 기준을 의식한 이 두 인물은 여성을 보기

좋은 성적 객체이자 열등한 종속물로 격하하는 통속적 전형 이미지

를 극대화하여 체현한다. 클리셰를 답습하는 당돌한 여성 인물은 의

복과 장신구, 화장품 등의 각종 물품과 재화로 여성다움을 면밀히

과장한 자신을 서슴없이 내보여서 남성에게 찬탄—부단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받는 유희를 즐긴다.

‘여성다운’ 성미와 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패션이 사실상 성

차별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남성의 말초적 흥미를 자극한다는 통념

은 남성보다 지력과 통찰력이 부족한 여성성 클리셰와 겹친다. 성애

관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잘 해내고자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요

소들까지 신경 쓰며 자기 치장에 골몰하는, ‘너무’ 과도해서 저속한

여성다움이 문제가 된다. 여성 인물들은 획기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고 그저 구태의연할 뿐인 방식으로 자신을 꾸며서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체현한다. 페미니스트 식자들은 이를 충분히 이

지적이지 못한 여성이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

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두 텍스트의 여성 인물들은 남성이 자신을

대상화해서 그리는 방식을 즐긴다. 그들은 패션을 통해 관능적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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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머를 노련하게 표출하고 이를 통해 세속적 쾌락을 느낄 뿐이다.

이 여성 인물들은 오판하여 지위·명예·체면에 먹칠을 한 죄를 뉘우

쳐야 하는 무지하고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다. 발랄하고 활기가 넘치

는 여성 인물들은 자신을 보는 남성의 기대치를 맞춰주다가도 남성

중심 가치 체계의 부조리한 실상과 본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

써 남성 지배 사회의 터무니없는 여성관을 희롱하고 농락한다.

한편 여성적 성향을 눈에 띄게 표출해 불손하고 대담한 흑

인 여성 인물들은,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패션을 고쳐야 할

허물로 지적받는다. 이는 흑인 여성이 패션으로 여성성을 과장할 때

미의 기준이 백인 중심 가치 체계에 침윤된 현실 상황을 비판하는

기조에 맞게, 타고난 흑인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그는 시시때때로 자아비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점을 잘 보여준다. 로빈은 여성미를 강조할 목적으

로 거리낌 없이 선정적인 옷을 입으며 가발 등의 물화를 사용해 육

체적 특징을 과장한다.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그

의 패션은 주위 흑인 여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세련미가 없다고 지

적받는다. 캐리의 패션은 타고난 외적 특성을 부담스러운 가식 없이

내보이는 온당한 윤색 수준이라 누구도 그에게 자기비판을 종용하

지 않는다. 반면 로빈의 경우 무리해서 덧붙인 ‘거짓’ 요소들이 ‘본연

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고 그저 어색할 뿐이라서 그의 패션 행위는

잘못된 관념—사회에 널리 퍼진 여성미 규준—에 경도된 악취미라

고 비판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를 넘어 두 텍스트 모두를 아우르

는 공통점이 있다. 캐리와 로빈은 여성성 클리셰로의 ‘전락’을 두려

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여성 인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을 이루기 위해 주도권과 주관을 가지고 선택한 효율적인 클리셰를

순전한 유희로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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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hion and Femininity

—Focusing on Terry McMillan’s Waiting to Exhale

and Candace Bushnell’s Sex and the City

Eunpyo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Second-Wave Feminism which

craves to awake passive female victims and bring fundamental

change in social norms, feminine fashion has been a symbol of

subordination to oppressive patriarchal value system. Lots of

second-wave feminists with subversive and enlightening tendency

argues that frivolous femininity constrains women to adorn

themselves without even knowing their own fault of justifying

and reinforcing sexist stereotypes. In other words, refusing to

look feminine amounts to breaking off objectification and

arbitrary standards of male domination.

However, in Postfeminism era, femininity is sheer

subjectivity and also a matter of choice.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 feminine beauty and desire, women willingly accept

sexualized image as tongue-in-cheek fun and panache. They

proudly display the most typical and explicit version of feminine

beauty in front of male gaze. Well-versed in depi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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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centered stereotypes of feminine ideal, women transform the

so-called sexual degradation into an efficient way of

self-expression and gratifying their uninhibited desire.

Candace Bushnell’s Sex and the City and Terry

McMillan’s Waiting to Exhale both give voice to Postfeminist

women by presenting boldly feminine characters of different

races: Carrie and Robin. As a journalist dealing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 and sex, Carrie is not a prominent figure exceeding

all other male colleagues in male-dominated field. She is rather a

fashionable blond party-goer renowned for seeking pleasure in

reckless nightlife. Lust-driven underwriter Robin’s preference for

tastelessly showy clothes and weave originates from her aim to

get attention from men. Her high-maintenance appearance fully

accentuating her lascivious and carnal features epitomizes

well-known old-fashioned femininity, which is devoted to trifle

and superficial business. However, these female characters do not

compulsively feel shame at their feminine traits nor chang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second-wave feminism looking

down on cliched femaleness. Their stereotypical femininity sheds

light on playfully taking advantage of female prototype and

ultimately reveals how absurd and ludicrous the male-dominated

society is.

Keywords : Candace Bushnell, Terry McMillan,

Sex and the City, Waiting to Exhale, fashion,

femininity, feminism, second-wave feminism,

postfeminism

Student Number : 2014-20141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대상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2.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 
	2.1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 
	2.1.1 배경 
	2.1.2 성과 
	2.1.3 논점 
	2.1.4 문제점 

	2.2 포스트페미니즘 
	2.2.1 배경 
	2.2.2 논점 
	2.2.3 문제점 


	3.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분석  
	3.1 Sex and the City 
	3.2 Waiting to Exhale 
	3.3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비교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1. 서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대상   1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11
2.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  16
 2.1 두 번째 물결 페미니즘  16
  2.1.1 배경  16
  2.1.2 성과  17
  2.1.3 논점  18
  2.1.4 문제점  44
 2.2 포스트페미니즘  49
  2.2.1 배경  49
  2.2.2 논점  55
  2.2.3 문제점  65
3.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분석   68
 3.1 Sex and the City  68
 3.2 Waiting to Exhale  96
 3.3 Sex and the City와 Waiting to Exhale 비교  112
4. 결론  119
참고문헌  124
Abstract  12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