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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토니 모리슨의 『술라』에서 나타나는 인물과 공동체의 육

체적인 경험에 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흑인들은 항상 

예속의 상으로서 인간성을 박탈당한 육체적 존재로 환원되어 왔으나 모리

슨은 흑인여성작가로서 그의 글쓰기를 통해 흑인들의 몸을 주체적인 것으로 

회복하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술라』는 그의 이러한 작품 세계 

중 흑인들의 몸이 겪었던 역사적 수난을 작품의 인물들과 바텀 마을의 육체적 

재현을 통해 짐 크로 시 를 거쳐 민권 운동에 이르는 미국의 현 사 속에서 

재조명 하는 작품이다. 작품에서 인물과 공동체의 육체적인 몸이 보여주는 비

정형성은 스필러스에 의해 이론화 된 미국 고유의 상징 질서, 즉 “미국적 문법”

에 의해 쉽게 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몸의 면모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해

방된 흑인의 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론 1장은 흑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역사적 질서의 억압을 이바의 몸

이 어떻게 비트는지를 분석한다. 이바는 사물처럼 취급되었던 흑인들의 몸의 

거래에 교환물이 아닌 참여자로 뛰어드는 개인이자,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들

에게 거부되어왔던 섹슈얼리티의 주체성을 회복한다. 또한 이바의 능동적인 

몸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흑인 고유의 가족 및 공동체의 중심을 

담당해왔던 흑인 어머니를 폄하하는 흑인 가모장 신화를 반박하지만, 개인의 

육체적 희생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역사적 질서의 견고함 또한 노출한다. 

 본론 2장은 짐 크로 시 의 흑인들과 공동체가 마주해야 했던 가시적

인 폭력의 문제를 살핀다. 작품은 린칭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표출되었던 이 

폭력이 보다 나은 자유와 평등에 한 흑인들의 열망을 가장 강력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참전병사이자 바텀 마

을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섀드락은 전국자살절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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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수행적 행위로 린칭을 탈바꿈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린칭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론 3장에서는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오직 자신의 몸만을 갖는 흑인 

여성으로의 술라를 주목한다. 술라는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관

습의 한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최 한으로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흑인의 몸을 상상으로 재창조하는 가능성을 엿보며, 흑인

들의 몸을 훼손해왔던 역사적 고통의 총체에도 패배하지 않는 몸으로 남는다. 

 흑인의 몸은 흑인들이 통과해온 폭력과 지배의 역사가 기입되어 있는 

장소이자 동시에 주체의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모리슨은 『술

라』에서 흑인의 몸을 포획하는 상징 질서에 무력화 되는 것을 거부하는 몸의 

해방을 탐색함으로서 흑인들의 몸을 새롭게 쓴다. 

주요어: 토니 모리슨, 『술라』, 흑인 여성, 몸, 섹슈얼리티, 역사, 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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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작가이자 비평가로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미국의 흑인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의 의미를 일관되게 탐구해 왔다. 그는 미국 내 흑인 및 소

수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별로 가치 없는 사람

들”(people considered as readily available and of little value; “Unspeakable 

Things” 1)로 간주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둠 속의 유희: 백인성

과 문학의 상상력』(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과 같은 비평서에서는 흑인의 존재가 미국 문학, 나아가 미국의 문화적 체제

를 구축해가는 거  서사에서 늘 편리하게 동원되었다고 쓴 바 있다.  그의 문1

제의식은 지배 서사의 백인성을 보조하거나 강화하는데에 그쳤던 흑인들의 

존재와 경험을 주체적으로 복원하는 문학적 글쓰기로 연결되며, 작가는 다수

의 작품에서 흑인들의 구체적인 몸, 다시 말해 피와 살로 만져지고 인지되는 

몸의 육체적인 존재감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몸이 경험적 주체로

서 인간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보여지고 감

지되는 물리적 몸이 없는 삶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작품

의 인물은 살아 숨쉬는 몸을 통해 그 존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의 

의미는 단지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육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은 언제

나 특정한 역사, 장소, 집단, 관계 속에 위치하기에 필연적으로 그가 사는 현실

의 질서와 규율에 노출되고 이와 끊임없이 향을 주고받으며, 모리슨의 작품

에서 두드러지게 감지되는 몸의 존재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리슨은 이 비평서에서 미국의 문학적, 역사적 전통을 점검하면서 이 전통이 아프리카계 미1

국인의 존재와 철저히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그는 흑인들의 존재에 해 미국 문학
이 취하는, 그러나 은 하게 숨겨져있고 비평적으로 점검되지 않았던 이 특정한 태도들이 미
국 문학의 일관성, 즉 백인 패권을 본질로 갖는 ‘미국성’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Through 
significant and underscored omissions, startling contradictions, heavily nuanced conflicts, through the 
way writers peopled their work with the signs and bodies of this presence — one can see that a real or 
fabricated Africanist presence was crucial to their sense of Americanness”(Playin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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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서사가 그리는 몸은 단지 물리적 신체에 그치지 않고 경험의 문화적 의

미를 체현(embody)하는 매개이자,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모리슨의 첫 작품인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이 가질 수 없는 

푸른 눈을 소망하는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리슨

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 피콜라(Pecola)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와 주변 인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공동체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부정하는 비극을 그리면서 

흑인의 몸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시선의 폭력성을 비판

한다. 흑인의 몸이 갖는 역사적 경험과 의미에 한 모리슨의 관심은 다른 작

품에서도 발견된다. 노예제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탐색하는 작가의 

표작 『빌러비드』(Beloved)는 죽은 딸의 혼이 육화되어 나타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점에서 몸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작품의 중심에 자리잡

고 있다. 또한 거 한 흉터가 새겨진 세스(Sethe)의 등처럼 몸은 노예제의 역

사적 트라우마가 직접적으로 아로새겨진 일종의 캔버스이자 과거의 고통과 

억압되어 있던 기억이 회복되는 장소로 그려진다.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또한 몸을 중요한 소재로 쓴다. 아프리카인의 비행설화를 차용하여 

한 흑인 가족의 뿌리와 역사를 추적하는 『솔로몬의 노래』에서 아버지의 유

령은 딸 파일럿(Pilate)에게 아예 “몸만 남겨두고 날아가버릴 수는 없는 법이

야”(You just can’t fly off and leave a body; 208, 332)와 같은 유언을 남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에 따라 파일럿이 거두는 정체불명의 유골은 이후 주인공 

크맨(Milkman)의 여정을 거쳐 그의 할아버지의 것임이 밝혀지는데, 이처럼 

남겨진 몸은 단절된 과거를 되찾는 크맨의 여정을 추동하는 장치로 기능하

는 동시에 그가 회복해야할 뿌리 그 자체를 상징한다. 

 모리슨의 작품에서 몸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담당해왔으며, 그 중에

서도 작가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전쟁 후유증을 겪거나, 익사하고, 불에 타거

나, 훼손되는 등 유사하게 상실된 몸들”(bodies that are similarly disorie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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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shocked, drowned, burned or mutilated — in almost all of her works; Badt 

567)을 등장시키면서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탐구해 왔다. 모리슨의 두번째 

소설인 『술라』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와 접하게 엮여있는 몸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데, 작가는 짐 크로 시 (Jim Crow Era)를 통과하는 20세기 초반부

터 1960년 까지의 시기를 다루며 , “몸으로 가득한 서사”(a narrative replete 2

with bodies; Dickerson 203)를 통해 세계 전, 공황, 민권 운동 등을 거치는 

인물들의 삶을 그린다. 작품의 매 장에는 전장의 총알에 머리가 날아가는 군

인의 몸, 생계와 양육을 위해 다리를 자른 어머니의 몸, 강물과 불길, 무너진 

터널에 집어삼켜진 몸 등 고통과 수난에 노출된 몸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무

엇보다 작가는 이 몸이 갖는 육체성 혹은 물리성을 집요하게 환기하고 관찰하

는데, 이는 서사 전체에 예측불가능하고 파편적인 몸의 잔상을 남긴다. 

 몸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은 일차적으로 소설의 구조적 특징과도 맞물

려있다. 작품은 비교적 짧은 길이에도 총 11개의 장이 2부로 분절되어 있으며 

매 장마다 다른 인물과 사건을 다루면서 불연속적으로 서사를 진행시킨다. 가

령, 섀드락(Shadrack)은 작품 첫 장의 주인공이자 작품 내내 마을을 떠도는 인

물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종반부가 되어

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비평가들은 이같은 이야기의 불연속성을 작품의 

특징이자 작품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중3

요한 것은 이처럼 의도된 파편성 혹은 불확정성이 서사에 변칙적인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작가가 인물의 몸을 보여주는 방식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

 작품의 연 기를 각 장의 제목에 표기된 연도로만 한정한다면 1919년부터 1965년까지가 되2

지만, 서론에서 그려지는 마을의 탄생과 완전한 소멸을 감안한다면 작품이 아우르는 시간은 
노예 해방 직후, 그리고 1965년 이후 몇 년 뒤의 시기까지 확장된다. 

 일례로 맥도웰(Deborah E. McDowell)은 “소설의 파편적이고, 단편적이며, 생략적인 특징이 3

텍스트의 통합성을 좌절시키고 일관된 해석을 방해한다”(The novel’s fragmentary, episodic, 
elliptical quality helps to thwart textual unity, to prevent a totalized interpretation; “The Self and the 
Other” 87)고 지적하며, 그랜트(Robert Grant)의 경우는 작품의 불연속적 구조와 그로 인한 부재
(absence)의 요소들이 “모리슨이 의도한 [작품의] 불확정성”(Morrison’s calculated 
indeterminacies; 94)을 더욱 강화한다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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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인물들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신체는 그들의 삶과 역사적 현실에 한 

제유적 장치로 기능하면서 작품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또 사라진다. 예를 

들어, 이바(Eva)의 외다리는 지극한 모성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삶에 해 갖는 자부심이 집약된 장소이다. 그러나 2부에서 이바는 술라(Sula)

에 의해 요양원으로 보내지면서 작품에서 사라졌다가 마지막 장에 들어서 위

엄을 잃고 초라해진 다리를 하고 다시 등장한다. 심지어 서로 피부색도 나이

도 달랐던 고아 듀이(Dewey)들은 작품에서 어느 순간 똑같은 얼굴이 되어 성

장을 멈춰버리며, 무너진 마을의 터널에서 시체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다. 모리슨은 일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몸의 조각들과 경험들을 통해 흑인

들의 역사적 수난이 그들의 몸에 기입되는 양상을 살피고 동시에 이들의 현실

을 재창조하는데 몸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탐구한다.  

 『술라』 비평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작품 속 여성 인물에 중심을 

두는 해석이다. 1973년 발표된 『술라』는 흑인 여성 작가로서 모리슨의 입지

를 본격적으로 다진 작품으로 평가되며 , 당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4

흑인 여성주의 비평의 지형을 확장하고 정교화 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표적으로 스미스(Barbara Smith)는 1977년 발표

한 「흑인 여성주의 비평에 하여」(“Toward a Black Feminist Criticism”)에

서 흑인 여성들의 경험과 역사를 다루는 텍스트에 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을 주장하면서, 두 여성 간의 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성애적 관습을 비

판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술라』를 여성 동성애 서사로 읽는다(189). 이에 

맥도웰(Deborah E. McDowell)은 1980년 발표한 「흑인 여성주의 비평의 새 방

향」(“New Directions for Black Feminist Criticism”)에서 스미스의 해석을 재점

검하는데, 그는 스미스의 독해가 정교함을 결여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모리슨은 두번째 작품인 『술라』를  통해 처음으로 상업적 성공과 비평적 주목을 동시에 얻4

는다(Furman 22). 전기적 접근을 통해 작가이자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모리슨의 초기 작
품들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살피는 듀발(John N. Duvall)은 『술라』를 발표한 뒤에야 모리슨이 
스스로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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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의 문제의식이 갖는 유효성에 동의하면서 향후 이론가들의 과제를 

구체화 한다(155, 157). 더불어 스미스(Cynthia J. Smith)의 경우는 이전까지 흑

인 문학 내 흑인 여성 인물들의 비중이 아예 미미하거나 제한적이었했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70년 에 들어서 좀더 복잡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기 시

작한 흑인 여성 인물들의 계보에 술라를 위치시키고(341) , 이바를 “전통적인 5

미국 문학 내 수 백 명의 건장하고 ‘군림하는’ 흑인 어머니들”(the hundreds of 

other heavy-set, Black “domineering” mamas of traditional American literature; 24)

의 전형에 속하지 않는 인물로 해석한 벨(Roseann P. Bell)은 작품 내 이바의 중

요성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그 외에 작품의 서사가 선과 악, 백과 흑 같은 “일련의 립항들”(a set 

of oppositions; McDowell “The Self and the Other” 78)을 무력화 하거나 초월하

는 양상을 주목하는 해석들은  70년 까지 긍정적/부정적인 흑인 이미지의 6

재현에 경도되어 있던 흑인 문학 비평 지형에서 작품이 갖는 의의를 부각한

다. 작품 내 공동체를 주목하는 비평들 또한 흑백, 선악, 부재와 존재 등의 

립항들이 형성하는 위계가 바텀(Bottom) 마을 공동체와 마을의 물리적 공간

 주인공 술라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은 체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넬(Nel)을 포함하는 5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술라에게 모종의 도덕성 혹은 일관성을 부여하며 다른 하나는 
그녀의 반항적이고 비관습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가령 페소니(Michele Pessoni)의 
경우 술라가 넬, 이바 및 섀드락과의 관계를 통해 가부장제에서 억압되는 여성적 원형(feminine 
archetype)의 회복 가능성을 구현하는 인물로 해석한다. 반면 스필러스(Hortense J. Spillers)는 술
라가 기존 흑인 문학 속 여성 인물들이 좇았던 도덕적 성장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한다는 점
을 주목하면서 그녀가 반신화적 인물이자 전복의 가능성을 갖는 “잠재적 존재”(potential being; 
320)이자 “모리슨의 의도적인 가정”(Morrison’s deliberate hypothesis; “A Hateful Passion” 296)으
로 기획된 인물임을 강조한다.

 작품에 한 초기의 비평 중 하나인 라운스베리(Barbara Lounsberry)의 글은 선과 악, 공동체6

와 개인, 남성과 여성, 전통과 미래 등의 개념 혹은 가치들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원(circle)의 구
조를 빌어 서로 변증법적 관계를 이룬다고 설명하면서도, 작가가 이를 통합하는 가능성을 작
품에서 제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베르겐홀츠(Rita A. Bergenholtz)는 이분법적 립 구
도에 기반한 작품 해석의 무용함을 지적한 맥도웰의 논의(“The Self and the Other”)를 확장하면
서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한 확장된 풍자(extended satire)의 기획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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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구성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한편 정신분석 혹은 7

심리학 이론과 연계하여 작품을 읽는 비평들은  종종 작품의 균질하지 않은 8

서사를 단선적으로 축소시키나 특정한 도식에 맞추어 해석하는 특징을 보이

는데, 이에 작품의 반어적 유머를 주목하는 헨튼(Jennifer E. Henton)은 이러한 

시도가 정신분석학적 통합성을 찾아내기 위해 소설의 비일관적인 요소를 외

면한다고 지적한다(104). 이 중 프로이드의 항문성애기(anality) 담론을 비판

적으로 재구성하는 소설로 작품을 해석하는 스탁턴(Kathryn Bond Stockton)의 

연구는 이중적 의미를 통해 작품 속 흑인 공동체 마을의 이름이자 작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몸의 부위인 엉덩이(bottom)의 의미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프로이드가 제시한 남성적 능동성과 여성적 수동성의 양상이 작

품 속 남녀 인물들을 통해 도치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몸을 프로이드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남성 인물의 몸으로 환원시킨다(103-

104).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의 틀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시도

와 , 세계 전, 민권 운동 같은 미국 현 사의 중요한 사건 및 이와 연결된 인9

 표적으로 베이커(Houston A. Baker, Jr)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장소에 한 암호7

화”(coding of Afro-American PLACE; 87)가 모리슨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룬다고 전제하면서, 
마을 밖 외부 세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흑인에 한 인종적, 성적, 계급적 억압이 극복되고 흑인
들 고유의 전통에 기반한 언어와 역사가 회복되는 공동체로 바텀 마을을 해석한다(107, 110). 
브라이언트(Cedric Gael Bryant) 또한 마을의 의미를 악, 광기, 변화와 같은 타자성을 표상하는 
인물들에 한 포용과 조화의 가능성이 탐구되는 장소로 설명한다(732, 741). 맥키(Patricia 
McKee)는 베이커의 해석에 기반하되 좀더 심층적인 공간적 읽기(spatial reading)를 시도하는
데, 그는 작품 속 인물과 상의 존재 또는 부재를 통해 생성되는 공간의 양상이 상실이라는 측
면에서 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질서 및 역사적 경험을 반 한다고 주장한다(25). 

 가령 질레스피 등의 연구자(Diane Gillespie and Missy Dehn Kubitschek)는 작품 내 모녀 관계, 8

남녀 관계, 여성들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면서 기존 심리학적 이론이 갖는 남성 중심성/자아의 
개체화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여성 중심 심리학(women-centered psychology) 분야의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가 어떻게 작품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한다.

 루이스(Vashti Crutcher Lewis)와 오쿤코(Christopher N. Okonkwo) 등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9

로 흑인들의 삶에서 소실된 아프리카 전통에 한 회복을 염원하는 서사로 작품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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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의적 억압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는 비평이 있다.  후자10

의 연구들 중 특히 잭슨(Chuck Jackson)의 연구는 ‘린칭 서사’(lynching 

narrative)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는 짐 크로 시 를 통과하

는 20세기의 미국에서 흑인의 몸을 점유하려는 국가의 상징 권력이 1차 전 

전후에 가장 횡행했던 린칭을 통해 드러났다는 전제와 함께 작품 속 남성 인

물들의 몸에 드리운 린칭의 그림자를 상세히 분석한다. 그러나 잭슨의 연구 

또한 린칭의 역사적 의미를 남성 중심적으로 한정시키면서 작품 속 여성 인물

들의 몸이 겪는 경험을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에 종속시킨다.       11

 『술라』에 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시도되어 왔지만 작품 내 여러 

층위의 인물 및 공동체와 관련하여 편재하는 몸의 경험과 이들간의 연결성을 

살피는 해석은 부족해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이 작품 속 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인물들의 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아쉬움을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식민

화 되었던 흑인 여성의 몸에 한 서사가 『술라』를 비롯한 『가장 푸른 눈』

과 『빌러비드』 에서 어떻게 탐구되는지를 살피는 디커슨(Vanessa D. 

Dickerson)은 반 로 여성 인물들의 몸에만 집중하면서 남성 인물 및 공동체

 표적으로 워커(Melissa Walker)는 60년  들어 민권 운동의 후퇴와 함께 제기된 여러 종류10

의 갈등들, 가령 폭력의 문제, 백인들과의 연  가능성,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간의 괴리,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 간의 충돌 등이 및 이후에 발표된 흑인 여성 문학에서 어떻게 탐구되
는지를 살핀다. 그는 『술라』가 모리슨의 다른 작품들처럼 “개인들의 삶이 성장하는 매
개”(the medium in which private lives grow; 127)로 역사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역사
적 변화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실패하는 작품 속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 70년  이후 
악화된 민권 운동의 지형과 이에 한 작가의 낙담을 반 한다고 쓴다(112, 127-8). 

 예를 들어, 잭슨은 작품 내 1920년 장의 기차칸 사건에서 흑인 퇴역 군인들의 몸이 보이는 변11

화를 린칭으로 수렴되는 폭력과 억압의 위협 앞에서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의 표출로 분석하지
만(380-1) 이들의 분노가 기차 내 가장 상위 권력자인 백인 검표원의 경멸과 동일하게 헬린
(Helene)을 그 상으로 삼는다는 점과 이 목에서 헬린의 몸이 겪는 은유적인 변형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흑인 남성의 몸에 편중된 그의 접근은 기차 칸 내 남성들의 적 감에 노출된 
흑인 여성 헬린을  “공적인 구경거리”(public spectacle; 380)로 한정하며, 그녀의 몸이 겪는 무력
화는 단지 좌절한 흑인 남성들을 “거슬리게 하는”(gets under their skin; 381) 차원으로 해석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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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과 여성 인물들이 맺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앞서 정리한 기존의 작

품 비평 중 다수가 일면적 접근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텍스트의 비결정성을 주

목하거나 작가조차 작품이 탐구하는 여러 갈등에 한 판단 혹은 해결을 유보

한다는 결론을 내는 이유 또한 이처럼 작품 내 인물과 공동체의 몸이 서로 복

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작품이 그리는 몸의 다양한 측면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몸에 한 해

석의 역사를 점검하면서 그 개념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몸에 한 담론은 여

성, 비백인(non-Whites), 노동자 등 전통적으로 주변화 및 비가시화 되어 있던 

상들이 담론의 주체로 등장하고 발전한 역사와 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는 

인간의 삶을 이루는 기본 토 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한 사유가 오랜 기간 

동안 부재하다시피 했던 것과 관계 있는데, 이같은 몸의 부재 혹은 실종의 기

원은 근본적으로 정신(mind)과 몸의 립으로 표되는 서구 철학의 이분법

적 인식 체계에 있다. 서구 이성사가 뿌리를 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특성을 

“심각한 육체공포증”(profound somatophobia; Grosz 5)으로 요약하는 것은 과

장이 아니다. 정신과 몸, 구체적으로는 육체를 서로 치시키는 이분법의 구

도가 지적 전통의 출발에 자리잡으면서, 몸은 정신으로 규합되는 개념들인 이

성, 개인, 정체성 등에 한 방해와 위협의 존재이자 부정되고 추방되어야 하

는 타자로 전락한다. 20세기에 들어서야 이같은 폄하 기조가 물러나고 몸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이는 정신/육체의 이원론적 전통을 부정하는 새로

운 철학적 기조의 등장과 소비 문화의 팽창에 의해 부상한 육체와 성, 감성의 

문제 등을 주목하는 문화이론의 발전에 힘입은 변화이다.   12

  이 중에서도 몸에 한 논의의 진전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발전과 

특히 그 궤를 같이한다. 수세기 동안 당연한 것으로 상정되었던 정신/몸의 위

계화 된 립 구도는 남성/여성의 립과 가장 긴 하게 공조해 왔다. 페미니

 몸 담론, 특히 육체성을 둘러싼 논의의 전반적인 역사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오장미경, 『 12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p. 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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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이론가들은 피를 흘리고, 임신을 하며, 젖을 내는 물리적인 몸의 변화, 즉 

여성의 몸이 갖는 변동성(volatility) 또는 비결정성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더

욱 육체적인”(more corporeal; Grosz 14) 존재로 고정시키는 근거로 동원 되었

으며 이에 정신과 남성은 특권적 위치에 자리잡고 그 반 편에 몸과 여성이 

놓이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몸에 한 논의는 이 지점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여성성이 육체성(corporeality), 다시 말해 부차적이

고 열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코드화 되면서 여성의 억압과 해방을 사유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주목하는 담론의 생산을 

낳은 것이다(Shildrick and Price 1-2).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기존의 몸 담론을 재구성고자 하는 이론가 중 그

로츠(Elizabeth Grosz)는  몸 담론의 핵심 쟁점인 정신/육체의 이원화를 극복하

기 위해 “사회적 몸 개념”(the concept of the social body; 18)을 제안한다. 이 개

념은 몸의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속성과 사회문화적 속성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접근을 배격하면서 “사회적이고 담론적인 상으로서의 몸, 

욕망과 의미화, 권력의 질서와 착한 몸”(a body as social and discursive 

object, a body bound up in the order of desire, signification, and power; 19)의 성

격을 부각한다. 더 이상 우연적이고 비문화적인 것이 아닌, “일련의 경제적, 

정치적, 성적, 지적 투쟁에서 핵심적인 어휘이자 경합의 공간”(the crucial 

term, the site of contestation, in a series of economic, political, sexual and 

intellectual struggles; 19)으로 재의미화 되는 몸은 작품에 등장하는 무수한 몸

의 잔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몸에 기입되어 있는 사회문화

적 의미, 육체적인 물질성, 그리고 몸의 일상적인 경험과 수행들이 서로 충돌

하고 통합하면서 만들어내는 역학(dynamic)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작품이 집

중적으로 그리는 육체적 감각 및 경험들로부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읽어내는 해석을 뒷받침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성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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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문화, 계급 등의 무수한 요인들과 교직되는 몸의 다층적 성격을 긍정한

다는 점에서 , 몸에 한 배타적이고 본질주의적 접근을 차단한다.  13

 특정한 몸, 구체적으로는 백인 중산층 여성의 몸에만 근거하는 페미니

즘 이론의 배타성(exclusion)을 고발하는 스펠만(Elizabeth V. Spelman)의 작업

은 몸으로 환원되는 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과 젠더 뿐만 아니라 인종과 

계급 등 여러 담론의 틀이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지점을 밝힌다. 스펠만은 그

로츠가 경계한 몸에 한 배타적 태도가 페미니즘 담론과 서구 철학 전통 양

쪽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백인 유아론(white solipsism)을 강화한다고 

지적하면서, “몸에 한 거부가 역사적으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태도

의 징후”(disdain for the body historically has been symptomatic of sexist and 

racist attitudes; 127)임을 지적한다. 기존 이론들이 상정하고 있던 백인 중산층 

여성의 특권적 위치가 몸의 관점에서 재점검되면서, 몸 혹은 육체로 코드화 

되는 상은 여성 뿐만 아니라 노동자/노예, 흑인/비-백인 등의 모습으로 복잡

하게 구체화 된다. 그는 “‘열등한 인종들’과 여성들의 억압받는 전형은 […] 주

로 그 삶이 섹스, 재생산, 식욕, 분비와 배설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활동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먹이기, 씻기기, 청소하기, 궂은 일 하기 등과 같은 타인의 

신체적 활동을 돌보는데 바쳐지는 모습들을 포함해 왔다”(oppressive 

stereotypes of “inferior races” and of women… have typically involved images of 

their lives as determined by basic bodily functions (sex, reproduction, appetite, 

secretions, and excretions) and as given over to attending to the bodily functions of 

others (feeding, washing, cleaning, doing the “dirty” work); Spelman 127)고 쓴다.  

 그로츠는 단일한 “몸”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무수한 특성과 맥락으로 분화되고 13

겹쳐지는 다양한 “몸들”만이 존재한다고 쓴다. “The specificity of bodies must be understood in 
its historical rather than simply its biological concreteness. Indeed, there is no body as such: there are 
only bodies — male or female, black, brown, white, large or small — and the gradations in between. 
(…) Bodies are always irreducibly sexually specific, necessarily interlocked with racial, cultural, and 
class particularities. This interlocking, though, cannot occur by way of intersection, but by way of 
mutual constitution”(Grosz 19-20 이탤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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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만의 이러한 지적은 생존과 삶의 유지에 요구되는 “신체적 활동”

을 둘러싸고 이 활동의 수행 주체와 이들의 몸이 맺는 관계가 성, 인종, 계급 

등의 문화적 담론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포착하며, 특히 이 “신체적 활동”은 

작품 전체에 편재하는 몸의 잔상을 엮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 모리슨은 큰 맥

락에서 흑인들이 통과해온 억압의 역사를 다시 쓰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전달

하는 신 지극히 일상적이며 때로는 임의적으로 보이는 몸의 행동과 경험을 

통해 인물과 공동체의 서사를 완성한다. 즉, 작품 속 인물들의 몸, 그리고 공동

체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의 물리적 공간이 겪는 경험은 이들의 몸에 개

입하고 있는 욕망과 권력, 질서의 투쟁 관계를 드러내며, 이들의 몸은 수동적

인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에 한정되지 않고 투쟁의 한가운데서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능동성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모리슨은 인종, 성, 계급 등 

흑인의 몸을 둘러싼 문화적, 역사적 역학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서사의 한

가운데에 흑인 여성인 술라의 몸을 위치시킨다.   

 술라는 스펠만이 언급한 “신체적 활동”의 양극단을 추구하는 삶을 보

여준다. 중요한 것은 술라의 성적 일탈과 그로 인한 갈등이 흑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정면으로 문제화 한다는 점이다. 흑인 여

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의 역사에 해서는 표적으로 길먼(Sander L. Gilman)

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는 흑인을 타자화 하고 이러한 인식을 문화적으

로 재생산했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호텐톳 비너스로 

불렸던 실제 흑인 여성의 몸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나체로 

당  유럽 중들에게 전시되었던 호텐톳 여성에게서 유럽인들은 “튀어나온 

엉덩이”(protruding buttocks; 213)와 비 해진 생식기를 주목했으며, 과잉된 살

로 특징지워진 흑인 여성의 몸은 과학적 해석과 문화적 유통을 거치면서 흑인 

여성의 지배적인 이미지로 19세기에 들어 완전히 자리잡는다(216). 흑인 여성

의 몸, 정확히는 이들의 육체적(corporeal) 속성이 강조되는 파편화 된 신체 부

위가 그 자체로서 인종 전체의 문제적인 섹슈얼리티를 증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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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럽인들이 포착한 호텐톳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당 의 성적 존재이자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되던 매춘부에 한 골상학적(physiognomical) 연구와 

결합하면서, “오염과 질병의 근원으로서의 여성”(the female as the source of 

corruption and disease; Gilman 231)을 재현하는데 흑인 여성을 동원한다. 즉, 

열등한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식민주의 담론은 흑인 여성의 몸이 갖는 

고유의 특수성을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의 육체적 체현으로 왜곡함으로써 흑

인 여성의 몸을 감시와 통제의 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술라는 섹스와 같은 신체적 활동에는 함몰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또다른 신체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출산과 양육, 부양 등의 활동을 철

저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품은 이러한 술라의 모습을 통해 흑인 여성

의 몸을 식민화 하는 시선에 한 비판 이상을 꾀한다. 술라의 파격적인 섹슈

얼리티의 표출과 이에 동반하는 자기 중심적인(self-centered)인 삶은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역에만 복무시켰던 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외압을 거스

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종적 정체성을 감안할 때 보다 특수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노예제와 함께 출발한 미국의 역사 속에서 흑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문제는 흑인이라는 인종 집단의 경계선, 즉 백인들과

의 분리 및 흑백 간 인종적 위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공략지점이었

다. 노예제 체제를 떠받쳤던 흑인 전체에 한 경제적, 문화적 착취가 최종적

으로는 흑인 여성 노예의 성적 착취로 귀결된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오몰

레이드(Barbara Omolade)는 노예제 하에서 노예주의 경제적 자산이자 파편화 

된 재화(fragmented commodity)와 다름없는 흑인 여성의 몸에 해 다음과 같

이 쓴 바 있다. “[노예주]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었던 [흑인 여성 노예]

의 질은, 그의 자본 투자가 놓이는 장소인 그녀의 자궁으로 향하는 입구 다. 

그의 자본 투자는 성 행위로서, 그로 인해 탄생하는 아이는 노예 시장에서 경

제적 가치를 갖는 축적된 잉여 자산이었던 것이다”(Her vagina, used for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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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pleasure, was the gateway to the womb, which was his place of capital 

investment — the capital investment being the sex act, and the resulting child the 

accumulated surplus, worth money on the slave market; 366). 즉, 흑인 여성의 몸

과 성은 지배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의 도구이자 노예제라는 거 한 억압 기

제를 떠받치는 값싼 재료 던 것이다. 나아가 해먼즈(Evelynn M. Hammonds) 

는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한 부정적 인식이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데(173), 이는 노예제와 같은 강력한 

통제 기제가 공식적으로 부재하고 흑인들에게 시민권이 확 되면서 흑인 여

성의 섹슈얼리티에 한 왜곡이 흑인들에 한 문화적 통제 전략으로서 이전

보다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의 권력질서는 흑인 여성의 몸을 근본 동력으로 삼아 왔

다. 흑인의 몸이 미국의 역사적 질서 한가운데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론화 한 

스필러스(Hortense J. Spillers)는 중간 항로(Middle Passage)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 강제 이산되어 본래의 터전과 관습, 언어, 문화

를 송두리째 박탈당한 노예들의 삶과 공동체가 가부장제, 친족 관계, 섹슈얼

리티 및 젠더 구분 등 상징 질서의 전통적인 규칙 및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Mama’s Baby” 72-76).  다시 말해, 노예제와 시작한 미국의 14

역사는 포획자들의 상징 질서에 기반한 언어로 흑인들을 끊임없이 오명

(misname)해 왔으며 “몸의 약탈”(a theft of the body; 67 이탤릭 원문), 즉 “주체

의 의지와 능동적인 욕망으로부터 계획적이고 폭력적으로 포획된 몸을 끊어

낸”(a willful and violent severing of the captive body from its motive will, its 

active desire; 67) 행위와 제도에 기반한다. 스필러스는 이러한 상징 질서 총체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친족 관계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수직적 혈통14

에 기반하지만, 노예주의 자산에 불과했던 노예들의 가족/친족 관계는 포획자의 경제적 이해
를 반 하는 재산 관계(property relations)에 의해 “침범되었”(invaded; 74)다는 것이다. 즉, 전통
적인 ‘가족’ 개념은 노예제 시절에 “여성의 피로 증명되는 어머니”(motherhood as female blood-
rite; 80)와의 연결을 박탈당하고 이중의 아버지(dual fatherhood)를 가졌던 흑인 가족(the Negro 
Family)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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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국적 문법”(an American grammar; 68)으로 명명하고 이 문법이 오늘날

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흑인의 몸이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큰 상징 질서에 내재된 폭력의 향 아래 놓여있다는 점과 

그 질서를 구성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미국적 문법”의 기저에서 “포획된 몸”(captive body)을 발견하는 스필

러스는 몸에 한 세 한 접근을 제안한다. 그는 상징 질서의 총체를 “문

명”(the Culture; 이탤릭 원문)으로, 그리고 그에 진입하는 “문명의 입구”(a 

cultural vestibularity; 67 이탤릭 원문)를 구분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몸”과 

“살” 간의 관계로 등치시킨다. 살 없는 몸이 성립할 수 없듯이 문명을 의미하

는 “미국적 문법”은 아프리카인들의 “몸”을 포섭하기 위해 그 입구인 “사회적 

개념화가 적용되지 않은 ‘살’”(“flesh,” that zero degree of social 

conceptualization; 67)을 먼저 정복하게 되며, 이에 살은 약탈된 몸에 가해진 최

초의 폭력, 즉 “그을리고 갈라지고 갈가리 찢겨짐”(its seared, divided, ripped-

apartness; 67)을 체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스필러스의 접근은 “살”과 “몸”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미국적 문법”을 “파열”(rupture; 79)

하기 위한 이론적 가정, 즉 상징 질서에 이미 포섭된 “몸”과는 다른 장소를 발

견하기 위한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의미론적 역”(a new 

semantic field; 79)을 개척함으로써 기존의 “문법”과는 “급진적으로 다른 텍스

트”(a radically different text; 80)가 쓰여져야 하며 흑인 여성이 이 새로운 문법

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적 문법”에 의해 결코 적확하게 호명되지 않

았던 흑인 여성은 “여성 젠더의 전통적 상징 질서 밖에”(out of the traditional 

symbolics of female gender; 80 이탤릭 원문) 위치하기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문

명을 만드는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흑인] 여성만이 

살을 통해 존재”(only the female stands in the flesh; 80 이탤릭 원문)한다는 스필

러스의 진단은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축소시키기 위해 동원되

던 몸의 육체성(corporeality)을 흑인들의 몸이 통과해온 미국의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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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치시키면서 그 의미를 재정의한다. 과잉되고 기형적인 육체성을 구성

함으로써 흑인의 식민화와 예속에 한 정당한 근거로 해석되었던 호텐톳 비

너스의 살과 달리, 스필러스의 “살”은 몸의 수난을 가시적으로 체현하는 장소

인 동시에 “해방된 위치의 주체”(liberated subject-positions; 67)를 구성하는 질

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에서 술라를 비롯한 인물들과 공동체

가 겪는 육체적 경험은 역사적 억압과 폭력이 기입되는 “몸”의 경험과 그로부

터의 해방을 모색하는 “살”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한다. 

 본 논문은 『술라』에서 나타나는 인물과 공동체의 육체적인 경험에 

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흑인들의 역사적 경험을 체현하는 작품 속 몸의 다

양한 재현은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의미가 결합한 채 서로 향을 주고

받는 몸의 역동적인 속성을 잘 보여준다. 매 장마다 죽음과 상실의 주제를 변

주하는 작품은 인물과 마을의 지형으로 형상화 되는 공동체의 육체적인 몸에 

한 집요한 관찰과 언급을 보인다. 몸에 한 관심은 그 자체로서 주체를 육

체적 존재에 한정하면서 흑인들을 억압해온 폭력과 지배의 역사를 폭로하는 

출발점이며, 모리슨은 역사적 질서에 포획된 몸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향하

는 “입구” 혹은 해방된 몸의 질료인 “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인물과 공동체

의 분투를 서사화 한다. 작품에서 이바와 섀드락, 술라와 같은 인물들의 몸이 

보여주는 비정형성은 이러한 “살”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몸에 한 예속을 유

지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고 균열을 낸다. 특히 작품의 제목이자 주

인공인 술라는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해방하면서 새로운 몸의 가능성을 

꿈꾸며, 흑인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통의 총체 앞에서도 결코 무력화 되지 않

는, 자신의 “살”을 보전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본론 1장에서는 흑인의 몸과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미국의 상징 질서를 이바의 몸이 어떻게 교

란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와 연결된 이바의 몸은 역사 속에서 흑

인 가정 및 공동체의 생존을 담당했던 흑인 어머니를 왜곡하는 흑인 가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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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반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바의 몸은 흑인의 몸을 

좌절시키는 미국적 질서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본론 2장에서는 이러

한 상징 질서의 위력이 작품의 남성 인물 및 공동체의 육체적 경험에서 어떻

게 드러나는지 살핀다. 1차 전의 참전 병사로 작품의 남성 인물을 표하는 

섀드락이 창설한 전국자살절은 린칭의 은유를 빌어 짐 크로 시 를 통과하는 

흑인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운명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론 3장에서는 술라가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에 부과되는 사회적 억압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분

석한다. 술라의 급진적인 삶은 흑인의 몸을 새롭게 주조하는 상상으로 이어지

면서, 최종적으로 “미국적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몸의 잔상을 서사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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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탈주와 좌절 

 모리슨은 작품의 서문에서 “탈주한 여성”(Outlaw women; xvi)이 갖는 

매혹과 위험에 해 다음과 같이 쓴다.  “탈주한 여성들은 매혹적이다. 이는 15

그들의 행동 때문에 늘 그렇다기 보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본래 파괴적으로 

보 기 때문에, 또 남성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의 지위가 태생부터 불

법적인 것이기에 그러하다”(Outlaw women are fascinating — not always for 

their behavior, but because historically women are seen as naturally disruptive and 

their status is an illegal one from birth if it is not under the rule of men; xvi). 이같

은 언급은 작품 속 등장 인물, 특히 피스 가문의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파격

에 한 작가의 안내로 읽힌다. 탈주하는 주체들은 불완전하고 위태롭더라도 

모종의 질서 혹은 법(law)의 외부(out)를 향하는 방향성 자체로 그들이 속한 

체제의 규칙을 교란하며, 이 규칙이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 그들의 “지위”

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작품 속 여성들의 “탈주”는 단일한 맥락이나 혹은 위

치에 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역동적인 노력으로 제시되며, 작가는 이들의 탈

주가 흑인 여성의 몸을 빌릴 때 어떻게 체현되는지를 살핀다.   

 작품 내 탈주한 여성들을 꼽는다면 단연 피스 가문의 여성들일 것이

다. 이들은 포획된 흑인의 몸에 뿌리를 두는 “미국적 문법”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 문법으로 표상되는 역사적 질서의 틀 밖을 향하는 몸의 가능성

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피스 가문의 1세  여성인 이바의 몸은 여러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녀는 상화 된 흑인의 몸을 둘러싼 역사적 거래 질서에 균

열을 내는 개인이자 흑인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결코 상상되지 않

았던 자유와 즐거움을 회복(reclaim)하는 인물이다. 또한 그녀의 이 능동적인 

몸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노예제와 백인 가부장제가 결합했던 

미국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흑인 가족 및 공동체의 생존과 존속을 떠맡았던 

 이후 『술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쪽수만 표기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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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어머니의 수난과 투쟁을 체현한다. 나아가 이바의 몸은 공동체의 몸이라

고 할 수 있는 바텀 마을의 지형과 몸의 물리적 상태와 이에 한 명명 간의 모

순을 서로 공유하면서 “미국적 문법”이 갖는 오명의 속성을 폭로한다. 다만 

“미국적 문법”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이바의 탈주에 실질적인 몸의 희생이 수

반된다는 점은 결국 기존의 폭압적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며, 온전한 주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결국 

주체의 기반이 되는 몸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역설은 결국 이바의 몸이 갖는 

한계 또한 노출한다. 

 도일(Laura Doyle)은 낭만주의 이후 현  문학에서 발견되는 “인종적 

어머니 상”(racialized mother figure)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인종적 어머니 상은 인종적, 성적으로 특수한 몸의 양식에 뿌리
내린 지식과 역사를 품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어머니 상은 지배 문화에의 

예속, 그리고 그 지식과 역사의 이행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자
면, 어떤 인종 혹은 집단의 어머니는 해당 집단의 역사 및 몸에 기반한 정
체성에 한 접근점이지만, 그 집단과 몸들을 교정하고, 순위 매기며, 억제
하는 문화적 수단이기도 하다. 

For, on the one hand, the racialized mother figure harbors a knowledge and a 
history rooted in the senses of a racially and sexually specific body. On the 
other, this figure carries out the dominant culture’s subordination and use of that 
knowledge and history. In other words, the race or group mother is the point of 
access to a group history and bodily grounded identity, but she is also the 
cultural vehicle for fixing, ranking, and subduing groups and bodies. (Doyle 4) 

특정한 집단/인종에 속한 어머니의 몸은 해당 집단/인종의 물리적, 문화적 재

생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집단의 역사와 정체성이 기입되어 있는 상

이자 이를 체현하는 주체이다. 노예제와 이후의 흑인에 한 비가시적 억압 

기제들이 흑인 여성의 몸을 공략 지점으로 삼으면서 흑인 여성의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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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hood)을 끊임없이 훼손해왔던 것 또한 이 점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몸은 다음 세 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산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신

의 몸이 담보하고 있는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문화적 재생산을 담당

한다는 점에서 작품 내 인물들의 계보를 이루는 피스 가와 라이트 가의 여성

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점이 된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된 넬과 술라의 모

습을 이해하는 일은 이들이 어떤 어머니로부터 어떤 경험을 어떻게 전수받았

는가를 살피는 작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흑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

티에 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피스 가와 라이트 가의 어머니들은 도

일이 지적한 로 흑인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지배 질서의 수동적인 

“문화적 수단”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질서로부터의 탈주를 강화하는 힘

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리가 하나 뿐인 이바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가시적인 

몸의 특징을 갖는다. 이바의 부재하는 다리는 그녀가 흑인 어머니에게 강제되

는 혹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포기해

야 했던 것이다. 타인의 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양보하는, 혹은 스스로 

변형(self-mutilate)한 이러한 이바의 경험을 술라 또한 반복한다는 점은 이 둘

을 피스 가의 계보에 함께 위치시킨다. 이바에서 해너를 거쳐 술라로 이어지

는 이 계보의 중요성은 작품이 이바를 등장시키는 방식에서부터 드러나는데, 

이바는 그녀의 이름보다 그녀의 몸이 갖는 특색과 술라와의 관계를 지시하는, 

“다리가 하나인 할머니”(one-legged grandmother; 29)라는 언급을 통해 작품에 

최초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이바의 삶과 자녀들, 그리고 그녀가 

일군 그들의 집은 1921년 장의 시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술라 피스는 계속 무언가를 덧붙이는 집주인의 요청 덕에 짓는데 5년이 

걸린, 많은 방이 딸린 집에 살았다…. 이 거 한 집의 창조주이자 지배자
는 이바 피스로, 그녀는 수레에 앉은 채 3층에서 자식, 친구, 떠돌이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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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끊이지 않고 드나드는 하숙인들의 삶을 조정했다. 마을에서 이바의 

다리가 둘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홉 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녀
의 맏이인 해너조차 그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바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
는 한, 누구도 그녀의 장애에 해 입을 떼지 않았다. 어쩌다 기분이 동해
서, 개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이바가 먼저 다리에 한 무서운 이야
기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는 척했다.   

Sula Peace lived in a house of many rooms that had been built over a period of 
five years to the specifications of its owner, who kept on adding things:…. The 
creator and sovereign of this enormous house … was Eva Peace, who sat in a 
wagon on the third floor directing the lives of her children, friends, strays, and 
a constant stream of boarders. Fewer than nine people in the town remembered 
when Eva had two legs, and her oldest child, Hannah was not one of them. 
Unless Eva herself introduced the subject, no one ever spoke of her disability; 
they pretended to ignore it, unless, in some mood of fancy, she began some 
fearful story about it — generally to entertain the children. (30) 

이바는 거 한 집의 “창조주이자 지배자”로 왕좌에 앉은 왕처럼 수레에 앉은 

채 자신의 지붕 아래 머무는 이들의 삶을 “조정”한다. 이러한 이바의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집인 물리적 공간과 그 곳을 채우는 가정 구성원들에게 발휘하

는 향력을 보여준다. 또한 그녀의 몸이 갖는 장애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마

을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몸에 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이바 자

신 뿐이며 그녀가 스스로의 몸에 해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바는 남편 보이보이(Boy Boy)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처지

가 되자, 아이들을 두고 마을을 떠났다가 외다리가 되어 돌아온다. 마을 사람

들은 이처럼 훼손된 혹은 변화한 이바의 몸을 두고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누

군가 이바가 기차에 다리를 어넣고 그들이 보상하게끔 만들었다고 했다. 다

른 사람은 그녀가 만 달러를 받고 병원에 팔았을거라고 했는데, 이를 들은 리

드 씨는 눈이 휘둥그레 해지면서 이렇게 물었다. ‘검둥이 여자 다리 한 짝이 

만 달러나 한다고?’ 한 쌍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고작 한 짝에?”(Somebod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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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stuck it under a train and made them pay off. Another said she sold it to a 

hospital for $10,000 — at which Mr. Reed opened his eyes and asked, “Nigger gal 

legs goin’ for $10,000 a piece?” as though he could understand $10,000 a pair — 

but for one?; 31). 이바의 다리가 사라진 이유에 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그

녀의 장애를 불행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는 신 다리의 값을 화제로 삼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검둥이”의 몸이 부위별로 조각나고 값이 붙여져 물

건처럼 거래되는 일을 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이바

의 몸을 둘러싼 이같은 소문과 사람들의 태도는 실제로 흑인들의 몸을 둘러싸

고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스필러스는 

19세기의 사료들 중 의학 교육 및 실험을 목적으로 노예들을 거래했던 신문 

광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광고가 그 요건을 제시한 방식을 주목한 바 있다.  16

특정한 질환들과 더불어 신체의 특정 장기와 관계된 질병이 확진된 몸을 찾는 

광고의 내용은 그 광고의 게시자가, 또 당 의 분위기가 흑인들의 몸을 철저

히 “이윤이 나게끔 ‘원자화’ ”(This profitable “atomizing”; Spillers “Mama’s 

Baby” 68)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노예제 하에서 흑인들

의 몸에 한 상화와 사물화가 그만큼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방증한

다. 다리의 행방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 또한 흑인들의 몸을 경

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노동력의 원천, 재생산의 도구, 혹은 의학 교재 등으

로 취급했던 미국적 질서의 역사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바가 자신의 몸이 갖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외다리의 몸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보이보이가 떠난 뒤,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던 이바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매우 아프자 

한계에 부딪힌다. “평온해진 플럼이 잠들자, 침묵은 그녀에게 생각할 틈을 허

락했다. 이틀 뒤, 그녀는 다음 날 돌아오겠노라 말하며 석스 부인에게 아이들

 “To planters and others. — Wanted, fifty negroes, … Dr. S. will pay cash for Negroes affected with 16

scrofula, or king’s evil, confirmed hypochondriasm, apoplexy, diseases of liver, kidneys, spleen … 
The highest cash price will be paid, on application as above”([Goodell, 87], Spillers  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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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부 맡기고 떠났다”(As the grateful Plum slept, the silence allowed her to 

think. Two days later she left all of her children with Mrs. Suggs, saying she would 

be back the next day; 34). 침묵 속에서 이바가 내린 결정의 결과는 18개월 뒤 

마을에 돌아온 그녀의 몸을 통해 확인된다. 비록 이바가 다리의 행방에 해 

확언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집을 새로 짓고 또 특

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이어나갈 만큼의 재원을 확보했

다는 사실과 그녀의 사라진 한 쪽 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바

는 다리를 보험금과 맞바꿈으로써, 자신의 몸을 경제적 수단으로 탈바꿈한다. 

이같은 거래와 변화의 행동이 타인이 아닌 이바의 결정에 따라 주도적으로 이

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거래의 몫을 온전히 이바가 차지했다는 점은 흑인

의 몸을 둘러싼 미국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포획자 혹

은 노예주 같은 지배자의 결정에 따라 경제적 거래의 상에만 한정되었던 것

이 흑인의 몸이 겪었던 경험이었다면, 그 거래의 규칙을 활용하는 이바의 모

습은 이제까지 작동해오고 있던 역사적 질서의 흐름을 비튼다. 그녀는 거래의 

수동적 상에 한정되지 않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나서며, 역사적으로 흑인들

이 박탈당했던 몸에 한 자기 결정권을 파격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얻어내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상하게끔 만들었

다”는 표현 또한 자신의 몸에 해 이바가 보여주는 주체성과 창의성

(inventiveness)을 더욱 강조한다. 그녀는 몸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고도

의 계산식에 자신의 다리를 입해 넣는 담함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협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바의 부재하는 다리는 몸의 불완전성을 증명하는 훼

손이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에 가까우며, 이에 이바는 자신의 외다리를 

감추는 신 오히려 드러내는 쪽을 택한다. “사라진 다리의 운명이 어떤 것이

었든 간에, 남은 다리는 훌륭했다. 어떤 때건 어떤 날씨건 늘 스타킹과 신발을 

신었다.… 그녀는 왼편의 빈 자리를 감춰주는 긴 드레스를 입지도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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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드레스는 종아리 중간쯤 까지 내려왔고, 그 덕에 그녀의 멋진 다리 한 쪽

은 왼쪽 허벅지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빈 공간과 함께 항상 눈에 띄었

다”(Whatever the fate of her lost leg, the remaining one was magnificent. It was 

stockinged and shod at all times and in all weather…. Nor did she wear overlong 

dresses to disguise the empty place on her left side. Her dresses were mid-calf so 

that her one glamorous leg was always in view as well as the long fall of space 

below her left thigh; 31). 결여, 부재, 장애, 기형 등 이바의 몸을 으레 지칭할 법

한 일련의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정상성 혹은 완전성으로

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바는 온전한 몸으로 표상되는 정상성을 좇

기 위해 자신의 결핍을 감추는 신 한 쪽 다리의 부재가 갖는 비를 통해 오

히려 남아있는 몸을 뽐낸다.  

 이바가 자신의 몸에 해 갖는 자부심은 그녀가 피스 가의 여성들에게 

물려주는 “남자들에 한 사랑”(manlove; 41)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닌게 아

니라 그녀의 집에 “규칙적으로 오는 남자 방문객 무리”(a regular flock of 

gentleman callers)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종아리와 단정한 신발”(her 

lovely calf, that neat shoe; 41)을 보고싶어 하며, 이바는 이들과 “지분거리고 입

맞추며 웃음”(teasing and pecking and laughter; 41)을 나눈다. 성적 즐거움을 누

리는 이러한 이바의 모습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특히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에 역사적으로 부과되었던 규범성을 배반한다는 점에서 정상성에서 빗겨나 

있는 그녀의 몸과 닮아있으며, 나아가 “섹스가 넘쳐 흐르는”(rippled with sex; 

42) 이바의 큰 딸이자 술라의 엄마 해너(Hannah)에게 더욱 선명하게 계승된다.

해너는 남자의 관심 없이 도무지 살 수 없었다. 리커스가 죽은 뒤 그녀에게
는 애인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거의 부분 그녀의 친구나 이웃들의 

남편이었다. 그녀가 던지는 추파는 달콤하면서 저질스럽지만 악의가 없는 

것이었다.… 늘 똑같은 랩 드레스를 입고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뒤꿈
치가 납작해진 남성용 가죽 슬리퍼를 신은 채, 그녀는 남자들이 그녀의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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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와 가는 발목, 이슬처럼 촉촉한 피부와 믿을 수 없을만큼 긴 목을 의식
하게 만들었다.   

Hannah simply refused to live without the attentions of a man, and after Rekus’s 
death had a steady sequence of lovers, mostly the husbands of her friends and 
neighbors. Her flirting was sweet, low and guileless. … In her same old print 
wraparound, barefoot in the summer, in the winter her feet in a man’s leather 
slippers with the backs flattened under her heels, she made men aware of her 
behind, her slim ankles, the dew-smooth skin and the incredible length of neck. 
(42)  

이바가 과시적으로 자신의 다리를 드러낸다면 해너는 일상의 생활과 차림새

에서 자신의 몸이 갖는 관능을 자연스럽고 무심하게 드러낸다. 평범한 집안일

을 하는 것 조차 “사랑의 제스처”(a gesture of love; 43)로 보이는 해너는 자신

의 왕성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녀는 말그 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관계를 했지만, 상 와 같

이 잠을 자는 일은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와 분명한 헌신을 의미했

다”(She would fuck practically anything, but sleeping with someone implied for 

her a measure of trust and a definite commitment; 43-4). 신뢰와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해너는 남성들과 고정된 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아무런 소유욕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해너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제도화 혹은 관습화 된 상호배타적인 남녀 관계에 여성의 섹슈얼

리티를 가두려는 압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해너와의 관계를 통해 남성

들은 자신들이 “그 로도 완전하고 멋지다”(complete and wonderful just as he 

was; 43)는 위안을 느끼지만, 이는 해너가 느끼는 성적 즐거움과 동일한 수준

의 만족감일 뿐 그들은 아무런 요구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 해너에게 그 이상

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해너의 성 생활은 남성들과 동등한 눈높이에

서 벌어지는 일종의 교환 행위이자, 이 거래의 주도권은 해너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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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와 해너의 이러한 모습은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흑

인 여성의 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흥미롭다. 작품의 시기와 일치

하는 20세기 초에 들어, 흑인 여성들은 성적인 흑인 여성의 이미지가 흑인 여

성에 한 각종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 하는 문화적 기제로 오용되었던 것에 

맞서고자 “침묵의 정치”(the politics of silence; Hammonds 175)로 불리우는 문

화적 응 전략을 취한 바 있다. 19세기 말에 성행했던 “진정한 여성성 숭

배”(True Cult of Womanhood) 현상에서 파생된 이 전략은 흑인 여성들로 하여

금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빅

토리아 시  식의 도덕 규범, 즉 백인 중산층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도덕적 가

치들을 충실히 따르면서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 다 . 작품에서 사회적 예절에 따라 마을의 소사를 처17

리하고 헌신적인 주부이자 어머니 상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라이트 가의 여성

들은 피스 가 여성들과 척점을 이루면서 이같은 침묵의 응을 보이는 여성

들의 삶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바와 해너, 술라로 이어지는 피스 가문의 여성

들은 이러한 침묵을 거부하고 이성에 한 욕망 그 자체를 즐긴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집에 남자가 없어서, 집을 다스릴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수군

댔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피스네 여자들은 단지 남성성 그 자체를 

사랑했을 뿐이었다”(Probably, people said, because there were no men in the 

house, no men to run it. But actually that was not true. The Peace women simply 

loved maleness, for its own sake; 41). 이들의 성적 자유가 남성들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한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가정이라는 

공간을 지배하는 남성들의 관점에서 재단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시선을 드

 그러나 훅스(bell hooks)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이 “침묵”은 근본적으로는 백인 가17

부장에 의해 규정된 여성성을 모방하는데 그친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들의 “침묵”을 무화시키
는 백인들의 방해로 인해 폄하된 흑인 여성성의 회복이라는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한다(hooks 
44-49, 55-56). 또한 해먼즈는 이러한 전략이 중산층 흑인 여성으로 하여금 빅토리아 식 도덕 규
범을 따르지 않는 하층/노동 계급의 여성을 흑인 전체에 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감시
하게 만든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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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다. 그러나 피스 가 여성들에게 남성은 단지 그들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필요할 뿐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바와 그녀의 딸들은 자신들

의 성에 해 침묵하는 신 이를 해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흑인 

여성의 몸에 부과되었던 문화적 왜곡과 억압을 담하게 거스르며, 역사적으

로 재생산의 문제와 강제로 연결되면서 착취되었던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를 오로지 성적 즐거움 그 자체의 것으로 해방시킨다. 다시 말해, 이들의 성적 

즐거움은 남성들의, 보다 분명하게는 백인 남성들이 주도하는 상징 질서의 이

익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히 자기 중심적(self-centered)인 탈주성

(outlawness)를 드러낸다.  

 “남성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xvi) 여성들의 계보를 이끄는 이바가 집

의 “창조주이자 지배자”라는 점은 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섹슈얼리티를 실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바의 집은 여성들을 “다스리는” 가부장이 아

닌 바로 이바가 그 주인이기에 피스 가 여성들의 탈주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수레에 탄 이바가 손님들을 맞이하

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곳은 3층에 위치한 그녀의 침실이며, 해너는 온갖 사

람들이 드나드는 분주함 속에서도 “은 하고 즉흥적인 정사를 벌일 장

소”(places for private and spontaneous lovemaking; 43)를 기어코 찾아낸다. “아

무렇지도 않게 식료품 창고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와 똑같이, 단지 좀더 행복

한 얼굴로 나오는 해너를 보면서 술라는 섹스가 즐겁고 빈번한 일이지만, 어

떤 면에서는 그닥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점을 배웠다. 그러나 아이들이 속옷

을 두고 킬킬 는 집 밖에서는 그 의미가 달랐다”(Seeing her step so easily into 

the pantry and emerge looking precisely as she did when she entered, only happier, 

taught Sula that sex was pleasant and frequent, but otherwise unremarkable. 

Outside the house, where children giggled about underwear, the message was 

different; 44). 자유로운 성적 욕망의 실현이 억압되는 집 밖의 세계에서는 평

범한 속옷 한 장도 은 한 호기심 혹은 수치심의 상이 되며, 이는 관계에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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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지 않고 섹스를 이어가는 해너, 그리고 나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적 

긴장감을 즐기는 이바의 집과 철저히 비된다. 술라 또한 이러한 공간에서 

성장하면서 섹스를 “그닥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인다.    

 흥미롭게도 피스 가 여성들과 비되는, 즉 “집 밖의 세계”에 속하는 

라이트 가 여성들의 서사 또한 그들의 집에서 출발한다. 헬린과 넬이 자신들

의 몸에 해 취하는 태도와 삶은, 역으로 남성들이 지배하는 피스 네 집 밖의 

세계가 흑인 여성에 해 얼마나 억압적이고 적 적인지를 보여준다. 헬린이 

소개되는 1920년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가능하면 선다운 하우스로부

터 최 한 멀어져야 했다”(It had to be as far away from the Sundown House as 

possible; 17). 크레올 매춘부의 딸인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매춘 업소인 선다

운 하우스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거친 피가 발현되지 않도록 늘 경계할 

것”(be constantly on guard for any sign of her mother’s wild blood; 17)을 타이르

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다. 할머니의 이러한 양육은 매춘이라는 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매자인 백인 남성의 존재를 은폐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매춘

에 한 비난과 통제의 상을 “거친 피”가 흐르는 여성의 몸에 고정시키면서 

문제적인 몸의 소유 여부에 따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의 위계를 나눈다. 따라서 헬린은 피스 가문의 여성들과 정반 로 자신의 

몸에 한 수치와 억압을 내면화 하면서 성장하며, 결혼을 통해 “벽돌 현관과 

창문에는 진짜 레이스 커튼이 달린 사랑스러운 집”(a lovely house with a brick 

porch and real lace curtains at the windows; 17)의 안주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딸에게도 유사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거기 앉아있을 거면, 얘야, 코를 잡

아 당기렴…. 다 컸을 때 예쁜 코를 갖고 싶지 않니?’”(“While you sittin’ there, 

honey, go ‘head and pull your nose…. Don’t you want a nice nose when you grow 

up?”; 55) 낮은 코를 잡아 당길 것을 종용하거나 꾸준히 “뜨거운 빗”(hot comb; 

55)으로 곱슬거리는 넬의 머리카락을 펴는 헬린은 넬의 몸을 좀더 백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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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가깝게 만들려 노력하며, 결국 넬을 자신이 원하던 “공격성 없는”(no 

aggression; 83) 인물로 키워내는데 성공한다. 

 작품은 이처럼 “집 밖의 세계”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고, 이러한 질서

에 근거하여 자신의 공간을 구축한 헬린이 딸 넬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는 

사건을 상세히 다룬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내키지 않는 귀향길에 오18

르는 헬린은 자신의 출신을 숨긴 채 바텀 마을의 모범적 주부이자 어머니로서 

자신이 다져온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한다. “헬렌은 남부로의 

여행에 큰 부담을 느꼈지만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매

너와 몸가짐, 거기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더할 것이다”(Helene thought about 

the trip South with heavy misgiving but decided that she had the best protection: 

her manner and her bearing, to which she would add a beautiful dress; 19). 하지만 

그녀는 기차를 타는 순간 백인 전용 칸에 오르는 실수를 저지르며, 서둘러 “흑

인 전용”(COLORED ONLY; 20) 칸으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연어 색 얼

굴”(the salmon-colored face; 21)의 백인 차장에게 “아가씨”(gal; 20)라고 불리

며 이내 적발된다. “이렇게나 빨리. 그녀는 아직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빨간 덧문이 빛나는 할머니의 집으로 막 돌아가는 참인데, 그녀는 벌써 ‘아가

씨’로 불렸다. 모든 오래된 약점들, 어떻게든 흠이 있다는 오래된 두려움들이 

뱃속에서 뭉치면서 그녀의 손을 덜덜 떨리게 했다(So soon. She hadn’t even 

begun the trip back. Back to her grandmother’s house in the city where the red 

shutters glowed, and already she had been called “gal.” All the old vulnerabilities, 

all the old fears of being somehow flawed gathered in her stomach and made her 

hands tremble; 20). “아가씨”라고 호명된 헬린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생생한 공포를 느끼며, 이 두려움은 헬린과 같은 흑인 여성의 몸을 “어떻게든 

 작품에서 바텀 마을의 외부로 나가는 여성 인물은 이바와 술라, 그리고 헬린과 넬이다. 아이18

들 없이 마을 밖에서 의문의 18개월을 보낸 이바와 학을 다니며 10년을 보낸 술라와 달리, 헬
린과 넬의 여행은 고작 며칠에 불과하지만 작품은 1920년 장 전체를 통해 이 둘의 여행을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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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미국의 인종

적, 젠더적 위계 질서에서 기인한다. 또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헬린의 공손한 

태도를 무시하면서 차장은 “'이제 그 엉덩이나 저기에 붙이라고’”(“Now git 

your butt on in there”; 21) 일갈하는데, “아가씨”를 잇는 이 “엉덩이”라는 호명

은 헬린을 무너뜨린다. 호텐톳 비너스라는 역사적 예시가 존재하듯, 육체성의 

과잉으로 특징지워진 흑인 여성의 엉덩이는 흑인 여성을 성적 존재로 바라보

고 규정하는 타자화의 시선이 가장 깊게 자리잡고 있는 몸의 장소(site)이다. 

즉, 백인 남성인 차장의 호명 앞에서 헬린은 그녀가 부정했던 “거친 피”가 흐

르는 몸으로 다시 환원된다. “그녀는 묵직한 갈색 울 자락이 흘러내린 자리에 

눈을 고정시켰다…. 그녀는 그 속에 감춰진 것이 오직 커스터드임을 알았으면

서도, 옷 단의 무게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There in the fall 

of the heavy brown wool she held her eyes. She stared at the hem, wanting to 

believe in its weight but knowing that custard was all that it hid; 22). 작품은 넬의 

시선을 통해 “오래된 약점들”을 흑인 여성의 몸에 기입해왔던 백인 남성의 시

선과 호명 하에서 헬린의 보호막이 무장해제 되고, 흐트러진 드레스 틈으로 

노출된 헬린의 몸이 커스터드 같은 것으로 무력화 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헬린의 취약점이 노출되는 공간이 기차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 20세기 

전반부, 미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기차

는 플레시 판결(The Plessy Decision)로 표되는, “분리되어 있되 평등

한”(separate but equal) 합법적 차별이 실행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동

(The Great Migration)이라는 거 한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는 엔진으로서 인종

과 계급 사다리의 이동 가능성을 모순적으로 품고 있는 곳이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기차를 타고 남부를 떠났던 해방된 노예들처럼 뉴올리언즈에서 

오하이오 주의 메달리온으로 향했던 헬린의 여정은 과거를 폐기하고 “인상적

인 여성”(an impressive woman; 18)으로서의 새 삶을 살기 위한 이동이다. 하지

만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작품은 엄격한 분리(segregation)로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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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위계를 수호하는 인종주의적 질서 하에서 흑인 여성의 자리는 더욱 위태

롭다는 점을 보여준다. 히긴보덤(Evelyn Brooks Higginbotham)은 짐 크로 시

의 분리 정책이 단순한 인종 분리가 아닌 계급과 젠더적 함의가 함께 얽혀있

는 복잡한 성격이었으며, 이같은 측면이 흑인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숙

녀’의 비유”(the trope of “lady”’; 261)에 압축되어 있다고 쓴 바 있다

(Higginbotham 261). 즉, 아무리 중산층 혹은 그 이상에 걸맞는 행동양식과 계

급적 수단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부색으로 인해 결코 일등칸에 탈 수 없었던 

흑인 여성은 “숙녀”의 개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부

로 향하는 헬린이 과거를 감춘 채 추구해왔던 “인상적인 여성”의 삶과 그에 

따라 마련한 “보호책”이 그녀의 경계를 벗어난 현실의 공간, ‘흑인 숙녀’의 존

재를 허락하지 않는 “유색인 전용”(COLORED ONLY; 20) 기차 칸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사건은 헬린의 옆에서 이를 목격하는 넬에게도 향을 끼친다. 어

머니를 향한 적 감을 감지한 넬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넬이 언제나 경계

하겠노라고 결심한 것은 바로 신시내티를 향해 달리던 그 기차 안에서 다. 

넬은 어떤 남자도 자신을 절  그런 식으로 보는 일이 없길 바랐다. 그 어떤 칠

흑 같은 눈이나 리석 같은 살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 그녀를 물 하게 만들

지 않을 것이다”(It was on that train, shuffling toward Cincinnati, that she 

resolved to be on guard — always. She wanted to make certain that no man ever 

looked at her that way. That no midnight eyes or marbled flesh would ever accost 

her and turn her into jelly; 22). 어머니와 달리 결코 “물 한” 몸으로 변하지 않

겠다는 넬의 결심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시선에 한 적극적인 응수 신 결국 

그녀의 어머니처럼 항상 “경계하는”(on guard; 17, 22) 삶으로 이어진다. 여행

을 통해 “그녀가 새롭게 찾은 나다움”(her new found me-ness; 29)은 넬로 하여

금 잠시나마 메달리온을 떠나는 삶을 꿈꾸게 하지만, 헬린의 뜻에 따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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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혼하는 넬에게 마을 밖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

다.   

 “억압적인 단정함”(oppressive neatness; 29)으로 자신의 가정과 집을 

통제하는 헬린과 달리 “정신없는 집”(wooly house; 29)의 창조주이자 지배자

인 이바는 다양한 식솔을 부양한다. 떠돌이들과 세입자들을 아우르는 그녀의 

거 한 식구들은 핵가족으로 표상되는 가족의 개념을 보다 넓은 것으로 확장

하며, 이들을 부양하는 이바의 몸은 이 유사 가족 공동체를 통해 바텀 마을의 

몸과 연결된다. 작품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수레를 늘 타고 있는 이바

의 몸이 그녀를 마주하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지에 해 다음과 같

이 쓴다. “수레는 매우 낮아서 아이들은 선 채로 그녀와 이야기할 때 눈높이가 

맞았고, 어른들은 앉으나 서나 그녀를 내려다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눈 속

에 깊숙히 펼쳐지는 공간과, 부드럽고 검은 콧구멍 속, 턱의 갈라진 틈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The wagon was so low that children who spoke to her 

standing up were eye level with her, and adults, standing or sitting, had to look 

down at her. But they didn’t know it. They all had the impression that they were 

looking up at her, up into the open distances of her eyes, up into the soft black of 

her nostrils and up at the crest of her chin; 31).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로 

하여금 그녀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이바의 몸은 “바

닥”(botto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지형적으로는 그 반 인 언덕에 위치

한 마을의 모순을 공유한다. 중요한 것은 바텀 마을의 이러한 모순이 지형과 

명명 간의 불일치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의 탄생은 “천국의 바

닥”(the bottom of heaven; 5)이라는 백인 농부의 궤변에 의해 계곡 저지 의 비

옥한 땅 신 척박한 언덕을 얻게 된 노예에 한 민담인 “검둥이 농담”(A 

Nigger joke; 4)으로 구전된다. 이 농담은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백인이 

주도하는 거래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흑인들의 상징적 예속을 은유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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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 82), 작품은 한편으로 저지 의 백인들이 흑인들이 언덕 위에 가꿔낸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보면서 “백인 농부의 말이 어쩌면 맞았을지도”(maybe 

the white farmer was right after all; 6)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바

텀 마을의 척박한 땅은 마치 천국의 일부처럼 아름다운 나무들이 뿌리내린 곳

으로 점차 발전하며, 마을의 흑인들은 그들을 기만했던 농부의 후손인 “백인

들을 말그 로 내려다 볼”(literally look down on the white folks; 5)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백인들에 의해 “바닥”으로 내몰린 흑인 공동체가 그들을 내려다보

며 느끼는 “작은 위안”(small consolation; 5)은 다리를 잃고 수레에 앉아 있으

면서도 사람들을 올려다 보게 만드는 이바의 권위와 닮아있다. 이바의 몸이 

다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위엄을 갖는 것처럼, 바텀 마을 또한 “농담” 속 패

배에도 불구하고 언덕 위 땅을 가꿔낸 성취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행방이 묘연한 다리처럼 이바의 몸이 갖는 수수께끼는 그녀가 “계속 

무언가를 덧붙여”(30) 완성한 집의 물리적 구조에도 반 되어 있다. “문이 세 

개 달린 방들이 있는가하면 현관으로만 열리고 집의 다른 곳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방, 남의 침실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었다”(There were 

rooms that had three doors, others that opened out on the porch only and were 

inaccessible from any other part of the house; others that you could get to only by 

going through somebody’s bedroom; 30). 아무 곳에서나 나고 들 수 있으면서 한

편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 집은 앉아있으면서도 높은데에 있는 것 같은 

그녀의 몸과 유사성을 공유하며, 공동체로서 바텀 마을이 갖는 모종의 포용성

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에 윌리스(Susan Willis)는 이바의 외다리가 표상하

는 몸의 결핍이 오히려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집단이 형성될 수 있

는 공간을 상징하며, 이에 따라 구축된 이바의 가정이 “부르주아 가족 모델에 

한 급진적인 안”(a radical alternative to the bourgeois family model; 278)이 

된다고 본다. 바텀 마을은 이바가 사라진 일년 반 동안 그녀의 아이들을 돌봐

주는 이웃들이 있는가 하면, 섀드락과 같은 미치광이가 활보하고 다니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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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랑자들이 뒤섞여 사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이바는 자신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타르 베이비(Tar Baby)와 듀이들 같은 “떠돌이들”(30)을 집에 거둬 들

이고 가난한 신혼 부부 등에게 하숙을 내어준다. 즉, 그녀의 몸은 바텀 마을 내 

여러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변화 된 존재들이 생존을 의탁하는 확 된 

가정과 공간을 지탱하는 자원으로 쓰이는 것이다. 모리슨 또한 인터뷰에서 남

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그 자체로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불완전한 패러다임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The Pain of Being Black” 

260), 이처럼 이바의 몸과 접하게 연결된 그녀의 가족과 마을 공동체는 수

직적이고 폐쇄적인 혈연으로 직조되어 있는 소위 정상 가족과 달리 그 경계가 

자유롭다.  

 이바와 그녀의 가족처럼 흑인 여성을 중심으로 혈연 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안 가족, 나아가 그 외연이 마을 공동체와 연결되고 유지되는 데에는 

흑인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작동했던 역사적 조건인 아프리카인들의 이산

(diaspora)과 노예제가 자리잡고 있다. 노예 무역이 시작되던 순간부터 아프리

카인들은 그들의 혈연, 언어, 문화 등에 기반하던 가족/친족 관계가 포획자 혹

은 노예주의 이익에 따라 강제로 해체되고 흩어진 역사를 겪었고, 이 과정에

서 서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다른, 보다 넓은 네트워크와 연결로 이루어

진 “수정된 ‘흑인 가족’”(the revised “Black Family”; Spillers “Mama’s Baby” 74)

을 이루게 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규정하는 의미의 ‘가족’이 오직 노예화 되

지 않은 공동체에만 허용되는 “신화적이고 선망받는 특권”(the mythically 

revered privilege;  Spillers “Mama’s Baby” 74)인 가운데, 노예화 된 개인이 유일

하게 확신할 수 있는 관계는 오직 그/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연결 뿐이

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과 법”(the Name and the Law of the Father; Spillers 

66)이 작동하지 않는 노예 공동체(enslaved community)는 자체적으로 “어머니

의 법 the law of the Mother; “Mama’s Baby” 80)을 형성하 으며, 이 과정에서 

흑인 여성의 몸은 필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흑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다. 

 33



문제는 이처럼 흑인 가족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흑인 여성에게 ‘흑인 가모

장’(Black Matriarch)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점이다. 흑인 가모장은 성적으

로 문란한 여성인 제제벨(Jezebel), 국가의 보장 시스템에 기생하는 복지 어머

니(welfare mothers), 백인 가정의 충실하고 온건한 가사노동자인 흑인 유모

(black mammy) 등과 함께 흑인 여성에 해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통제적인 이미지를 표한다(Collins 73-82).  

 흑인 가모장은 모너헌 보고서(the Moynihan Report)라는 연구를 거쳐 

국가적 차원에서 서사화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하고 공적인 위상을 가19

지며, 체로 공격적이고, 자녀를 훈육하는데 실패하며, 연인과 남편을 거세

하는 “나쁜 흑인 어머니”(bad Black mother; Collins 75)의 모습으로 요약된다. 

자녀들과 정서적 유 를 맺지 못하고, 아들의 목숨을 거두는 이바는 일견 이 

흑인 가모장의 전형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너헌 보고서에 의해 공고해진 흑인 

가모장 초상이 그 접근의 유효성과 정치적 함의에 해 비판을 받아왔듯이 , 20

 모너헌 보고서는 존슨(Johnson) 행정부의 “가난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 정책 개발이 19

이루어지던 당시, 사회학자이자 노동부 차관이던 다니엘 패트릭 모너헌(Daniel Patrick 
Moynihan)이 당시 심화되는 흑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1965년 작성한 정책 연구 문서를 가리
킨다. 문서의 정식 제목인 「흑인 가족: 국가적 노력의 상」(“The Negro Family: The Case for 
National Action”)이 시사하듯이, 보고서는 사회적 통합과 국가 복지에 부담을 야기하는 흑인 빈
곤 문제가 특유의 가족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소위 ‘어머니 중심적
인’(matrifocal) 특성을 보이는 흑인 가정에서는 자녀의 사회화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 향후 경
제, 교육, 범죄율 등의 역에서 흑인들이 보이는 낮은 성취로 이어지며,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
은 아버지 중심적인(patrifocal), 다시 말해 좀더 “안정적인”(stable) 가족 구조를 확립하는 방향
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모너헌 보고서의 배경과 세부 내용에 해서는 다음
을 참조. Daniel Geary, “The Moynihan Report: an Annotated Edition”.

 가령, 것먼(Herbert Gutman)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고유의 기능들이 흑20

인 가족에서는 흑인들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거치면서 백인 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비스(Angela Davis)는 가모장이라는 언어에 상정되어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흑인 어머니들에게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흑인 가모장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개념임을 주장한다. 쥬웰(K. Sue Jewell)의 경우는 보고서에 내재된 함의를 좀더 
큰 틀에서 해석하면서, 궁극적으로 보고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 중심적 가족 구조의 확산이 
남성의 사회화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남성 지배 및 우위 상태가 흔들릴 가능성이라고 지적한
다. 이에 해서 다음을 참조. Miehyeon Kim, “Black Mothers in the Moynihan Report and in Black 
Women’s Fiction” 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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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는 나쁜 어머니로 오명된 가모장적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흑인 어머니의 

삶이 갖는 실질적인 고난을 형상화 한다.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가 썼듯

이, 흑인 어머니들의 실제 모습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종종 강건한 힘을 갖

는 복잡한 개인, 혹은 끊임없이 가족을 부양하느라 매우 지쳐버린 여

성”(complex individuals who often show tremendous strength under adverse 

conditions, or who become beaten down by the incessant demands of providing for 

their families; Collins 75-6)에 가까운 것이다. 특히 그녀의 자녀들의 몸에 해 

이바가 벌이는 일들은 가족을 지탱하는 흑인 어머니의 몸이 떠맡는 한계를 보

여주며, 이는 흑인 남성성을 훼손함으로써 흑인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결합 혹은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국적 질서에 한 작품의 비

판으로도 연결된다.  

 이바의 다리는 역설적으로 그 부재를 통해 어머니로서 이바가 치뤄야 

했던 희생을 가장 가시적으로 증거한다. 이바가 다리를 잘라내고 어린 자녀들

과의 긴 이별을 감내한 이유는 온전히 자녀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 극단적인 결정은 역으로 흑인 여성이 단독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 얼마

나 절박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바의 서사를 다루는 1921년 장은 

어느 날 밤 아들 플럼의 몸에 손수 기름을 붓고 불을 놓는 그녀의 모습으로 끝

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시된 이 충격적인 사건의 동기는 1923년 장에서 

밝혀지는데, 자신과 동생들을 사랑했느냐는 해너의 물음에 이바는 “네가 생

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Not the way you thinkin’; 67)며 그녀를 꾸짖는다. 

 “아아, 엄마? 아아, 엄마라고? 멀쩡한 몸뚱이를 하고 여기 들어와서 기
껏 물어본다는 게 너네를 사랑했냐는 말이냐?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지 않
았다면, 니 머리통에 달린 그 크고 늙은 눈은 진작에 구더기가 득실 는 

구멍이 됐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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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엄마. 엄마가 우리 먹여 살리고 그런 건 다 알
아요. 전 다른 걸 물어봤던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랑 놀아주는 

그런거요. 한 번이라도 우리랑 놀아준 적 있어요?” 

 “놀아줘? 1895년에 놀아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먹고 살
만하다고 늘 그랬었던 것 같니? 1895년은 가혹했어 이것아. 모든 게 혹독
했었지. 검둥이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갔어….” 

 “Awww, Mamma? Awww, Mamma? You settin’ here with your healthy-ass 
self and ax me did I love you? Them big old eyes in your head would a been a 
two holes full of maggots if I hadn’t.” 
 “I didn’t mean that, Mamma. I know you fed us and all. I was talkin’ bout 
something else. Like. Like. Playin’ with us. Did you ever, you know, play with 
us?” 
 “Play? Wasn’t nobody playin’ in 1895. Just ‘cause you got it good now you 
think it was always this good? 1895 was a killer, girl. Things was bad. Niggers 
was dying like flies….” (68) 

이바는 매서운 언어로 해너가 “멀쩡한 몸뚱이”로 온전히 자라는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한다. 이바에게 해너가 묻는 사랑의 의미는 마치 “턱에 

간지럼은 태우되 입 안의 염증은 내버려두는”(to tinkle you under the jaw and 

forget ’bout them sores in your mouth; 69) 것과 다름 없는, 몸의 생존을 최우선

의 과제로 삼지 않는 사치스럽고 철없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해너는 “검둥이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가”고 “사탕무 세 

개”(three beets; 69)가 전재산인 시련 앞에서 생존만이 최우선이었다는 이바에

게 어째서 플럼을 죽 는지 다시 묻는다(70). 이에 이바는 두 사람의 목소리로 

답한다. “마침내 이바가 입을 떼자 두 목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말하자마자 

바로 다른 한 쪽이 말하는,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두 사람처럼”(When Eva 

spoke at last it was with two voices. Like two people were talking at the same time, 

saying the same thing, one a fraction of a second behind the other; 71). 이바의 “두 

목소리”는 각각 자녀를 위해 다리를 자르는 것도 불사했던 강인한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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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리며,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혼재된 채 이바는 플럼이 아기처럼 그녀의 몸 안으로 되돌아오려

고 했다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고백한다.  

그렇게 힘들게 뱃속에서 키우고, 간신히 낳고 길 건만, 그 애는 내 자궁으
로 도로 기어들어가고 싶어했어… 내 가슴이야 넉넉하지만 내 자궁에는 

자리가 없었어. 더 없었다고…. 꿈을 꾸다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 어느 

날 밤엔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될 거야. 그게 진짜가 되고 내가 그 아이를 품
을지도 몰라. 나한테 자리가 있다면 그 애를 도로 받아들이겠지만 다 큰 남
자는 더 이상 엄마 안에 싸매인 아기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질식할거라
고. 난 그 애가 나를 떠나서 계속 살아나가고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했건만 그 애는 꿈쩍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애를 꺼내야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애가 내 자궁 안에 구겨넣어진 채가 아니라 남자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After all that carryin’ on, just gettin’ him out and keepin’ him alive, he wanted 
to crawl back in my womb and well…. I had room enough in my heart, but not 
in my womb, not nomore… Dreaming it and I knowed it was true. One night it 
wouldn’t be no dream. It’d be true and I would have done it, would have let him 
if I’d’ve had the room but a big man can’t be a baby all wrapped up inside his 
mamma no more; he suffocate. I done everything I could to make him leave me 
and go on and live and be a man but he wouldn’t and I had to keep him out so I 
just thought of a way he could die like a man not all scrunched up inside my 
womb, but like a man. (71) 

1차 전의 참전용사인 플럼은 제 한 뒤 집으로 돌아와 마약 중독의 상태로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인물이다. 이바의 몸과 상징적으로 연결된 이바의 

집에서, 자신의 방을 벗어나 그녀가 기거하는 3층으로 기어올라오는 플럼의 

모습은 이바의 말 로 어머니의 몸을 표상하는 자궁으로의 귀환과 같다. 그러

나 한번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아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이바는 낳고 

기르는 내내 그녀에게 육체적 희생을 요구했던 아들을 두 번 낳는 일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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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말하며(70), 설령 플럼이 자신의 몸 안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가 질

식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키가 6피트”(six feet tall; 71)에 달하는 “다 큰 남

자”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저 불가능하며 따라서 파멸로 귀

결되는 자살 행위와 다름 없다.  

 플럼의 죽음에 한 화로 시작된 1923년 장은 이후 우연히 몸에 불

이 붙은 해너를 구하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이바를 보여준다(76). 이 사

건은 이바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유용함과 어려움을 동시에 제기한다. 우선 

이는 자식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로서 이바의 일관성

을 강조하며, 동시에 플럼의 몸은 이미 이바가 구할 수 없었음을 강조한다. 플

럼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을 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기가 되는 환각에 시달

리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생을 마감하도록 도운 것 뿐이라는 이

바의 답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의 몸에는 불을 

붙이지만 또 어떤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3층에서도 뛰어내리는 이바의 서로 

상충되는 모습은 여러가지로 해석되어 왔는데 , 이 중에서도 디커슨은 “이바21

는, 문자 그 로 또 비유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맞닥뜨리는 경제적이고 심

지어 우주적인 공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방패로 자신의 몸을 활용한다…. 

바로 그 어머니의 몸은 때때로 메달리온 같은 세계에서 흑인 자녀가 가지는 

유일한 보험 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이”(Eva literally and figuratively uses her 

body as a shield to protect her children from the economic, even cosmic, onslaught 

they face…. The mother’s very body can sometimes be the only insurance policy 

the black child has in this world of Medallions; 204)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해석

 체로 그 내용들은 이바의 살인을 윤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독립된 개인으로서 이바가 추구21

하는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하거나, 또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복합적인 고초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흑인 어머니의 모성을 감안하는 해석 등으로 갈라진다. 각각의 내용에 해서는 표
적으로 다음을 참고. Barbara Christian, Black Women Novelist; The Development of a Tradition 160; 
Diane Gillespie and Missy Dehn Kubitschek, “Who Cares? Women-Centered Psychology in Sula” 37; 
Miehyeon Kim, “Black Mothers in the Moynihan Report and in Black Women’s Fiction”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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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바의 몸이 갖는 힘을 긍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바의 몸이 갖는 한계를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이바가 불붙은 해너를 향해 몸을 던지는 장면은 그 행위에 담긴 이바

의 지극한 모성애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무참히 실패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바는 거기에 가서 자기 몸으로 직접 딸의 몸을 덮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성한 다리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먹과 팔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녀는 잘린 다리를 창틀에 지지하고, 성
한 다리를 지렛  삼아 창 밖으로 몸을 던졌다. 베이고 피가 흐르는 채, 그
녀는 불타면서 춤추는 형체를 향해 몸을 날리고자 허공을 마구 긁었다. 그
러나 그녀는 빗나갔고 연기를 피워내는 해너에게서 약 12피트 떨어진 곳
에 추락했다. 실신했으면서도 의식이 붙어 있던 이바는 자신의 첫째를 향
해 몸을 끌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해너는 스프링이 달린 채 장난감 상자 밖
으로 튀어나온 인형처럼 휘젓고 허우적 면서 마당을 뛰쳐나갔다. 

Eva knew there was time for nothing in this world other than the time it took to 
get there and cover her daughter's body with her own. She lifted her heavy 
frame up on her good leg, and with fists and arms smashed the windowpane. 
Using her stump as a support on the window sill, her good leg as a lever, she 
threw herself out of the window. Cut and bleeding she clawed the air trying to 
aim her body toward the flaming, dancing figure. She missed and came crashing 
down some twelve feet from Hannah's smoke. Stunned but still conscious, Eva 
dragged herself toward her firstborn, but Hannah, her senses, lost, went flying 
out of the yard gesturing and bobbing like a sprung jack-in-the-box. (75-6) 

디커슨이 지적한 것처럼 이바는 말그 로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해너를 구하

려 한다. 그러나 이바가 겨우 “12피트” 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구하는데 실패

하는 이유는 그녀가 오래 전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몸의 희생 때문이

기도 하다. 작품은 이바와 해너의 몸이 보여주는 움직임들을 매우 건조하고 

심지어 희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바의 필사적인 시도가 갖는 무용함과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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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한다. “성한 다리”와 “잘린 다리”를 차례로 움직여 “무거운 몸”을 일

으키는 이바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공중과 땅 위에

서 끊임없이 발버둥 친다. 그러나 해너는 힘겹게 땅을 기는 이바를 비웃듯이 

멀어져가며, 화자는 불에 타는 고통의 몸부림을 “춤추는 형체” 혹은 “장난감 

상자에서 튀어나온 인형”으로 묘사하면서 절망과 좌절이 담긴 이바의 시선으

로부터 거리를 둔다. 즉, 흑인 어머니의 몸은 흑인 자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험 증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능한 보호처도 되지 못하는 것이

다. 전쟁에 다녀온 뒤 심신이 망가진 아들의 삶을 거두는 어머니의 눈물과 죽

어가는 딸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어머니의 신음은 가족과 공동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강력한 가모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으로 오직 몸

만을 갖는 흑인 어머니의 한계를 보여준다.  

 해너의 우연적인 죽음이 플럼의 죽음처럼 불에 의한 것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피범벅이 되어 집 주변의 개나리 덤불에 뒤엉킨 상태

로 발견되는 이바는 “타버린 살의 익숙한 냄새”(the familiar odor of cooked 

flesh; 77)를 맡는다. 이 때 이 “익숙함”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을 환기시키는데, 

첫째는 플럼이 사망하는 목에서 맡을 수 있었던 냄새의 익숙함이며 두번째

는 수난받는, 특히 불타는 흑인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라는 점에서 익숙하

다. 작품 곳곳에 편재하는 고통 받는 흑인들의 몸은 이바와 같은 개인의 응

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징 질서의 존재와 위력을 증명한다. 이 질서

는 이바와 같은 흑인 여성을 왜곡된 가모장의 전형으로 고정하고 섹슈얼리티

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몸을 물리적으로 잔혹하게 거두어 간다. 그

렇기에 이 익숙한 냄새를 맡은 이후 상징 질서로부터의 이바의 탈주는 점차 

그 활력을 잃는다. 1923년 장이 끝난 뒤, 작품은 한동안 이바의 모습을 보여주

지 않는다. 2부에서 집으로 돌아온 술라에 의해 강제로 양로원으로 보내진 이

바는 작품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하며, 그녀는 제일 마지막 장에서야 

양로원을 방문하는 넬의 눈 앞에 초라한 몸이 되어 다시 등장한다. 이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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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은 문들이 늘어선 복도”(a corridor of smaller doors; 167)와 “소독한 초록

색 새장”(sterile green cages; 167) 같은 방들로 이루어진 양로원에 기거하고 있

다.  

넬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다. 탁자 앞 검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이
바는 너무 작았다.그녀의 위압감은 사라져 버렸고 그녀의 키 또한 마찬가
지 다. 한 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다리는 스타킹도 신지 않았으며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넬은 울고 싶어졌다. 이바의 우유처럼 탁한 눈이나 

늘어진 입술 때문이 아니라, 반 세기 넘도록 끈이 잘 묶인 근사한 구두가 

익숙하던 그녀의 당당한 발이 이제는 핑크색 테리천 슬리퍼에 볼품없이 

꿰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At first she couldn’t believe it. She seemed so small, sitting at that table in a 
black-vinyl chair. All the heaviness had gone and the height. Her once beautiful 
leg had no stocking and the foot was in a slipper. Nel wanted to cry — not for 
Eva’s milk-dull eyes or her floppy lips, but for the once proud foot accustomed 
for over a half century to a fine well-laced shoe, now stuffed gracelessly into a 
pink terrycloth slipper. (167) 

 몸의 기형 혹은 장애를 자신의 아름다움과 주체성으로 탈바꿈 했던 이

바는 이제 조악한 핑크색 슬리퍼를 신은 채 공장에서 찍어낸 멋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구겨져있다. 왕좌와 같은 수레, 자신이 지배하던 침실, 뜻 로 지은 거

하고 복잡한 집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바의 몸은 바텀 마을의 붕괴와 함께 

그 위엄과 “키”를 잃은지 오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바의 모습은 개인

의 한계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개인이 일탈로는 극복 불가능한 체제의 견고함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넬과 이바가 다시 만나는 1965년은 백

인들이 언덕 위의 땅을 점령하고 바텀 마을 사람들은 계곡 아래로 흩어진 이

후이다. 이바의 주저앉은 몸처럼 해체되어 언덕 아래로 사라진 공동체의 운명

은 “검둥이 농담” 때부터 흑인들의 삶을 결정하고 이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던 

백인들이 언덕 위 땅을 사들이면서 야기되고 가속화 된 변화의 결과이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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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바꿔서 계곡 지 를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신 강 조

망과 빙 늘어선 느릅나무가 있는 언덕 위 땅에 집을 갖고 싶어했다”(Just like 

that, they had changed their minds and instead of keeping the valley floor to 

themselves, now they wanted a hilltop house with a river view and a ring of elms; 

166) 과거나 지금이나 “텔레비전 송신탑”(towers for television; 166)과 “골프

장”(a golf course; 166)으로 표상되는 경제적 풍요를 정당히 나눠갖지 못하는 

노예의 후손들은 예전보다 더욱 값이 오른 “언덕을 포기”(abandon the hills; 

166)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언덕 위 ‘바닥’ 마을을 아래로 끌

어내리는 미국적 질서는 이바의 몸과 마을의 땅이 공유하던 모순성과 그로 인

해 체현되었던 전복적 가능성을 소진시킨다. 다음 2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적 

질서를 흑인의 몸에 가장 폭력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기입하 던 행위

던 린칭과 이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 작품 속 인물들과 공동체의 몸에서 어

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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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전쟁과 린칭, 전국자살절 

 탈주를 시도하지만 결국 주저앉혀지는 이바의 몸처럼 작품의 인물들

은 무력화 되는 몸을 공유한다. 이들은 총알에 머리가 날아가고, 불길에 집어

삼켜지거나 익사하며, 설령 죽지 않더라도 손가락이 마구 자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성장을 멈춘 채 가정과 마을에서 사라져 버리기 일쑤인 것이다. 

모리슨은 좌절되는 인물들의 몸을 그리는데 있어 인종적 억압이 육체적 차원

에서 가시적으로 표출되었던 역사적 현상인 린칭의 그림자를 환기시킨다. 특

히 이 중에서 섀드락은 흑인의 몸과 린칭을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가

장 뚜렷하게 체현하는 인물이자 이바와는 또다른 방식으로 바텀 마을 공동체

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바가 흑인 여성과 공동체에 

한 역사적인 오명과 억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 2차 세계 전 사

이의 기간 동안 섀드락은 “전국자살절”(National Suicide Day; 7)을 통해 린칭

이라는 명징한 폭력 수단을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수행적 행위

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본론 2장은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하는 전국자살절의 함의가 짐 크로 시 를 통과하는 작품 속 인물과 공동

체의 몸이 겪는 수난의 역사적 맥락을 구성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섀드락과 

공동체가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에 한 응을 통해 린칭의 형태를 빌어 드러

났던 흑인들의 몸에 한 억압 및 착취가 짐 크로 시  이후의 흑인들의 삶에

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핀다.  

 린칭에 의해 망가진 흑인들의 몸은 노예 해방 이후 흑인들의 몸이 겪

었던 인종적 수난을 가장 뚜렷하게 체현하는 이미지 다. 그런데 미국에서 남

북 전쟁 이전까지 린칭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골스비

(Jacqueline Goldsby)는 린칭이 서부의 개척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던 공동체에

서 으레 부재하 던 공적 권위의 사법적 처벌을 체하기 위해 도입된 “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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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되 육체적인 처벌”(nonlethal, corporeal punishment)을 가리키는 것이었

으나, 노예제 폐지 이후 재건 시 (the era of Reconstruction)에 들어서는 흑인

들을 상으로 하는 백인 자경단의 폭력적 처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쓴다(16).  노예제가 폐지된 뒤, 이전처럼 흑인들의 몸22

을 예속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백인 권력은 린칭을 통해 이들의 몸을 통제할 

새로운 수단을 찾게 되며 이에 린칭은 “전쟁 이후 시기의 권력 관계를 정의하

는 중요한 메커니즘”(a chief mechanism for defining relations of power in the 

postwar years; Wiegman 451)으로 두된 것이다. 다시 말해, 19세기 중후반 이

후 급격히 진행된 이같은 “린칭의 인종화”(the radicalization of lynching; 

Goldsby 17)는 노예제 이후 흑인들의 몸을 둘러싼 역사적 변화, 즉 “노예 해방

은 백인 남성들이 흑인의 몸에 한 그들의 기득권을 잃었다는 것을 뜻한

다”(emancipation meant that white men lost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body of 

Negro; Carby “On the Threshold” 308)는 진단으로 설명된다. 상징 질서 내 백인 

패권과 흑인 참정권(black enfranchisement) 간의 격차가 여전히 극복 불가능한 

것임을 과시하려는 필요에 의해, 린칭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흑인들의 

몸은 이러한 격차가 매우 폭력적으로 전시되고 체현되는 장소로 축소된다. 

 또한 1890년  각종 저술 활동을 통해 린칭 반  운동을 활발히 펼쳤

던 아이다 B. 웰스(Ida B. Wells)는 린칭이 해방 이후의 흑인들에 한 정치적, 

경제적 억압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도덕 법규까지 규정하는 상징

적 처벌 행위로 기능하 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비록 린칭을 당했던 흑인 

남성들이 받았던 혐의 중 일부만이 백인 여성에 한 확인되지 않은 강간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범으로 날조된 흑인 남성의 이미지가 이들에 한 린칭

 이와 더불어 남북 전쟁 이전에 있었던 린칭들이 흑인들보다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 던 백인22

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데이비스의 지적은 노예제를 전후하여 흑인들의 몸에 한 백인들의 
이해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노예들의 몸은 노예주 입장에서 철저히 현금 가
치를 갖는 사물이기에, 이들은 채찍질을 당할 지언정 그의 경제적 손실 혹은 자산의 감소를 의
미하는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Davis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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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화 하는데 수단으로 매우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점을 지적한다(Wells-

Barnett 31, 36-37; Carby “On the Threshold of Woman’s Era” 307-8). 이에 더해 

데이비스는 백인 여성에 한 흑인 남성의 성적 위협이 백인들의 입장에서 린

칭의 극단적인 폭력성과 잔혹함을 상쇄시킬만한 가장 강력한 혐의일 뿐만 아

니라 흑인들의 더 나은 시민권과 평등을 지지하던 당 의 진보적 세력을 약화

시키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한다(161-163).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린

칭은 흑인들에게 백인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남근의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갖게 되며, 이는 흑인들에 한 린칭이 종종 남

성들의 육체적 거세(castration)를 수반했던 이유 또한 설명해 준다(Weigman 

446). 즉, 짐 크로 시 를 사는 흑인들의 몸은 “미국적 문법”에 의해 육체적이

고 상징적인 거세를 당한 몸으로 다시 쓰여진다. 그리고 작품은 섀드락을 통

해 이러한 흑인들의 무력화(emasculation)가 단순히 남성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흑인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접하게 엮여있음을 

보여준다. 

 섀드락은 작품을 본격적으로 여는 인물이자, 작품이 중심적으로 진행

되는 약 20년 간 그가 사는 바텀 마을에서 반복되는 모종의 배경(backdrop)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전국자살절”로 이름붙은 이 날은 매년 1월 3일 그가 마

을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벌이는 퍼포먼스로 기념된다. 1차 세계 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서 시작하는 작품의 첫 장은 다음과 같은 첫 문장을 통해 이 

날이 2차 세계 전이 발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2차 세계

전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전국자살절의 기념을 막지 못했다”(Except for World 

War II, nothing ever interfered with the celebration of National Suicide Day; 7). 이 

기묘한 기념일의 탄생 배경, 즉 1차 전의 참전 병사인 섀드락이 유럽에서 겪

는 전쟁의 경험과 귀향의 여정은 1919년 장의 줄기를 이룬다. 작품은 “1917년

의 사건들에 정신이 나가고 원히 충격받은”(blasted and permanently 

astonished by the events of 1917; 7) 채 바텀 마을로 돌아오는 섀드락을 통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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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몸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에 세계 전과 린칭으로 표상되는 국가적 차

원의 억압이 어떻게 기입되는지를 보여준다. 

 전장에서의 섀드락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그의 온 주변에 포탄이 날아다녔고, 그는 “그것”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닥
쳤음을 알았지만 적절한 느낌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것”에 어울리는 느
낌말이다. 그는 겁에 질리거나 아니면 흥분되는, 뭔가 매우 강렬한 것을 

느끼리라 기 했었던 것이다…. 그는 총을 고정시키고, 들판을 가로지르
며 날듯이 몰려드는 무리들 속에서 달렸다. 발에 느껴지는 통증에 움찔거
리면서,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렸고 그 때 그의 옆에 있던 병사
의 얼굴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충격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군인의 나
머지 머리가 뒤집힌 수프 그릇 같은 철모 아래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머리 잃은 군인의 몸은, 머리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한 채, 힘차고 

우아하게, 등으로 뚝뚝 떨어지는 피와 뇌를 모두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달
려왔다.  

Shellfire was all around him, and though he knew that this was something 
called it, he could not muster up the proper feeling — the feeling that would 
accommodate it. He expected to be terrified or exhilarated — to feel something 
very strong.… He ran, bayonet fixed, deep in the great sweep of men flying 
across this field. Wincing at the pain of his foot, he turned his head a little to 
the right and saw the face of a soldier near him fly off. Before he could register 
shock, the rest of the soldier’s head disappeared under the inverted soup bowl 
of his helmet. But stubbornly, taking no direction from the brain, the body of 
the headless soldier ran on, with energy and grace, ignoring altogether the drip 
and slide of brain tissue down its back. (7-8 이탤릭 원문 )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상황을 “그것”으로 간신히 인지하는 섀드락과 

현실을 잇는 것은 오직 그의 군화에 박힌 못이 일으키는 고통으로, 그에게 있

어 유일한 생의 감각은 오직 그의 육체적인 통증 뿐이다. 그가 한 병사가 머리

에 총을 맞는 순간을 정면으로 목도하는 순간, 작품은 이 이름모를 병사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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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 머리가 없는 몸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머리를 잃은 나머지 몸뚱이가 

피와 찢겨나간 살점을 뚝뚝 흘리면서 여전히 사람인 양 섀드락을 향해 달려오

는 것이다. “힘차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는 이 몸의 몸짓은 섀드락의 인

지 능력을 넘어선 전장의 참혹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면서, 크게 두 갈래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아름답지만 끔찍한 “머리 잃은 군인”의 그로테스크한 

몸은 잭슨(Chuck Jackson)이 지적한 로 섀드락을 포함한 전장의 군인들이 모

두 군 와 전쟁으로 표상되는 국가의 폭력 체계에 예속된 몸 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377). 개인의 개별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얼굴이 날

아가도 그 몸에는 여전히 군복이 입혀져 있기 때문이다. “머리에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고 입에서는 립스틱 맛을 떠올리는 갓 스무살의 젊은이”(A young 

man of hardly twenty, his head full of nothing and his mouth recalling the taste of 

lipstick; 7)로 입 하여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에도 “그의 부 가 적들을 향해 

달리는지 혹은 그 반 인지”(whether his company was running toward them or 

away; 7)를 구분하지 못하는 섀드락은 자신과 같은 시민들의 몸을 자원 삼아 

전쟁을 치루는 국가의 의지와는 완전히 무관한 인물이자, 주체의 의지와 몸 

간의 연결이 끊어져있는 포획된 몸과 다름 아니다. 그러나 머리 없이 날뛰는 

몸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섀드락의 머리를 채우면서 작품이 

주목하는 몸의 속성을 역설적으로 환기한다. “힘차고 아름다운” 몸의 움직임

은 텅 빈 머리로 은유되는 추상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실

재의 육체이자 머리를 잃고도 여전히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주체로

서 몸의 존재감을 강조한다. 즉, 전장의 경험은 피 흘리고 고통받는 몸과의 폭

력적인 조우를 통해 섀드락으로 하여금 그의 몸에 한 실존적인 자각을 일깨

우는 계기가 된다. 

 다만 섀드락의 이러한 변화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따른다. 병원에서 깨

어난 섀드락은 예전과 달리 자신의 몸이 통제 가능하지 않음을 알기에 혼란을 

느끼며, 새롭게 자각한 몸의 주체성에 한 그의 두려움은 식판에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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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덩어리진 허여멀건 함, 떨리는 핏빛의 토마토, 회색빛 도는 갈색의 고

기”(the lumpy whiteness of rice, the quivering blood tomatoes, the grayish-brown 

meat)를 보는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환기된다. 식판에 얌전히 담겨진 음식들은 

그 균형을 통해 그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그 색과 형체는 전

장에 널려있던 파괴된 몸의 잔상과 겹쳐지면서 불균질한 덩어리, 여기저기 솟

구치고 흐르는 피, 연기에 휩싸이고 그을린 살덩어리에 한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다. 두려움은 섀드락이 컵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의 몸에 

투사된다. “그는 천천히 컵을 향해 한 손을 뻗었는데, 그가 손가락을 펼치려고 

하자 손가락들이 마치 잭의 콩나무처럼 식판과 침 에서 온통 제멋 로 자라

나기 시작했다”(Slowly he directed one hand toward the cup and, just as he was 

about to spread his fingers, they began to grow in higgledy-piggledy fashion like 

Jack’s beanstalk all over the tray and the bed; 9). 예측불가능하게 뻗어나가는 손

가락은 마치 머리를 잃고도 힘차게 달리던 몸과 닮아있으며, 이에 비명을 지

르는 그에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온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간절히 보고 싶었고, (그를 묶는 것을 도왔던 다른 

이들과) 간호사가 그를 불 던 “이병”라는 단어와 얼굴을 연결해보고 

싶었다. 그는 “이병”이 뭔가 은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왜 그
들이 그를 보고 비 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손이 그렇게 움
직이는데, 과연 얼굴에서 뭘 바랄 수 있을까?” 

He wanted desperately to see his own face and connect it with the word 
“private” — the word the nurse (and the others who helped bind him) had 
called him. “Private” he thought was something secret, and he wondered 
why they looked at him and called him a secret. Still, if his hands behaved as 
they had done, what might he expect from his face? (10) 

군  내 가장 낮은 계급인 “이병”을 뜻하는 단어 “private”은 형용사로 쓰일 때 

역설적으로 국가적, 공적 역과는 정반 의 맥락인 개인적이고 사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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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

는 신 반 의 뜻을 떠올리는 섀드락의 반응은 자신의 몸에 강제로 기입된 

공적 정체성, 즉 “국가의 몸”(national body; Jackson 377)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

을 거부하는 것에 가깝다. 국가는 이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즉 섀드락

과 같은 시민들의 몸을 동원함으로써 군 라는 국가적 단위의 거 한 몸을 조

직하여 전쟁에 나서지만 실상 전장의 전투를 수행하는 주체는 결국 이병들의 

몸이며, 이들은 그 몸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처럼 얼굴 없는 몸, 즉 개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국가적 수행체의 부품으로 

인간을 축소시키는 전쟁과 국가의 호명을 수용하는 신 섀드락은 “개인적

인”(private) 주체로서 자신의 개별성을 증명하는 얼굴을 보고싶어 한다. 한 때

는 비어 있던 섀드락의 머리에 비록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방식이지만 몸의 

주체성에 한 새로운 자각이 채워지면서, 그는 국가라는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값싼 원료”(rude feed to feed the war machine; “Unspeakable Things”)로 

“이병”의 몸을 착취하는 예속에서 벗어난 “개인의” 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 가운데 그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이러한 “개인의” 몸을 그가 되찾

으려고 할 때, 흑인 남성으로서 그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상징 권력의 공고

함과 이에 맞서 자신의 몸과 인간성을 보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으

로 드러낸다. 

 전국자살절은 죽음에 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섀드락이 고안해낸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그것은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아예 그것의 자리를 마련해두는 일과 같았
다. 그는 이제 죽음의 냄새를 맡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에 매우 두려
웠던 것이다. 그를 무섭게 하는 것은 죽음 혹은 죽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들
의 예측불가능성이었다. 모든 것을 검토한 뒤, 그는 일년 중 하루를 죽음에 

온전히 바친다면 모든 이들이 나머지 1년 간은 죽음의 마수에서 벗어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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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에 이르 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는 전국자
살절을 제정했다.  

It had to do with making a place for fear as a way of controlling it. He knew the 
smell of death and was terrified of it, for he could not anticipate it. It was not 
death or dying that frightened him, but the unexpectedness of both. In sorting it 
all out, he hit the notion that if one day a year were devoted to it, everybody 
could get it out of the way and the rest of the year would be safe and free. In this 
manner he instituted National Suicide Day. (14) 

1년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섀드락의 괴이한 논리는 그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상 이를 보장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으로 드러낸다. 자신의 손가락이 

멀쩡하다는 확신조차 할 수 없을만큼 불안에 사로잡힌 섀드락에게, 오히려 자

살은 개인의 몸과 생명에 한 결정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증

명하는 가장 선명한 행위가 된다.  

 안전과 자유에 한 섀드락의 갈망은 개인적 트라우마의 차원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강둑 위 오두막”(a shack on the riverbank; 15)에 혼자 기거하면

서 마을의 철저한 주변인으로 사는 그는 매년 1월 3일만큼은 마을의 가운데에 

나서 자신의 행렬에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새해가 되고 셋째날이 

되자, 그는 소 방울과 사형수의 밧줄을 든 채 사람들을 불러모으며 바텀의 카

펜터 로드를 따라 걸었다. 사람들에게 이 때만이 자살하거나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면서”(On the third day of the new year, he walked 

through the Bottom down Carpenter’s Road with a cowbell and a hangman’s rope 

calling the people together. Telling them that this was their only chance to kill 

themselves or each other; 14). 밧줄과 함께 기념되는 전국자살절은 당  횡행

했던 흑인들에 한 린칭의 도구를 즉각적으로 환기시키면서, 섀드락이 경험

한 전장의 참혹함과 무자비한 린칭이 자행되는 미국을 살아가는 흑인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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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잇는다(Jackson 378). 군복을 입은 채 얼굴을 잃은 몸을 만들어내는 전장

의 총알이 미국 본토의 땅에서는 흑인들의 목을 죄는 린칭의 밧줄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밧줄을 들고 죽음을 외치는 섀드락의 행동이 정신나간 짓임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에 질린”(frightened; 14) 채 그에게서 “힘”(power)과 

“권위”(authority; 15)를 발견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인종 질서의 위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수단으로서 린칭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다시금 강조한다. 

섀드락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전장을 떠나 군복을 벗은 “이등병”이 “사

적인” 개인의 일상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동일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와 같은 이병 혹은 개인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

의 수단이 전장의 총알에서 린칭의 밧줄로 체되었음을 공동체에 알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전병사로서 섀드락이 겪는 트라우마와 이에 응

하기 위해 고안한 전국자살절의 퍼포먼스는 모두 20세기 미국에서 1차 전의 

전후 시기에 흑인들의 몸이 겪었던 억압과 폭력의 역사를 드러낸다. 역사적으

로, 바텀 마을처럼 언덕 위 척박한 땅으로 려나듯 미국의 위계 질서에서 항

상 2등시민의 자리에 머물 던 흑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싸

우는 일은 자신들의 인간성을 증명하고 시민으로서 보다 평등한 지위와 권리

를 인정받는 기회를 의미하 다(Berry and Blassingame 296). 그러나 이는 짐 

크로 시 를 유지하는 백인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 으며 그렇

기에 흑인들의 참전을 위해 흑인 지식인들이 열심히 로비를 벌 던 이유이기

도 하다(Wintermute 278, 281).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1차 전은 흑인들의 

참전 문제를 둘러싸고 당  흑인 지식인들이 매우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인 

전쟁으로, 이는 1차 전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권의 인정과 개선에 한 흑인 

공동체의 기 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 작품 또한 이러한 공동체의 

들뜬 분위기를 언급한다. “1920년 11월. 메달리온에서조차 백인들은 승리감

을 내보이며 거들먹거렸고, 유색 참전병사들 눈에는 총기 없는 흥분감이 감돌

았다”(November, 1920. Even in Medallion there was a victorious swagg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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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s of white men and a dull-eyed excitement in the eyes of colored veterans; 19). 

마을의 격식을 주도하는 헬린과 같은 여성은 “귀환하는 흑인 참전병사들에게 

환  만찬”(banquets of welcome to returning Negro veterans; 18)을 베풀기까지 

한다. 그러나 전쟁에 해 아무런 짐작도 훈련도 없이 전장에 던져진 섀드락

의 모습은 그가 군의 규모를 조직하기 위해 값싸게 조달된 부품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다 나은 시민권에 한 흑인들의 기  또

한 현실에서는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목숨을 걸23

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참전의 댓가로 “217 달

러, 옷 한 벌, 매우 형식적으로 보이는 서류 사본들”($217 in cash, a full suit of 

clothes and copies of very official-looking papers; 10)만 받아들고 반미치광이가 

되어 귀향하는 섀드락의 처지는 이 좌절된 꿈의 초라한 민낯을 보여준다.  

 더 큰 역설은 이처럼 흑인들의 몸을 착취하면서 수행한 전쟁 이후 흑

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둘러싼 환경이 이전보다 더욱 후퇴하고 복잡해졌다는 

데 있다. 작품이 출발하는 1919년은 미국 현 사에서 여러 변화의 흐름이 맞

물리던 시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전체의 지형을 바꾼 

흑인들의 이동(Great Migration)이다. 이 시기에 들어 전쟁에서 돌아온 흑인 

병사들과 남부를 떠난 흑인들의 지리적 이동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인종 간 

갈등은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관찰되기 시작한다. 남부의 시골 지역 뿐만 

아니라 중북부 및 미국 전체에서 보다 빈번해지면서 인종 문제로 인한 규모 

소요와 이에 뒤따르는 린칭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백인들의 

관점에서 종전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흑인 병사들의 존재는 빠르게 변화하

 당시 입  신청자 중 흑인 남성들은 31.4%의 징집률을 보인 반면 백인 남성의 경우 24.4%23

는데, 이는 유사한 조건을 갖춘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이 있다면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보다 우
선적으로 징집될 가능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징집된 흑인 남성들은 훈련
과 전쟁 내내 차별적 우에 시달린다. 흑인 병사들 중 거의 다수는 실제 전투가 아니라 노동 
부 (labour battalions)에 배치되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많은 병사 훈련 시설이 남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흑인 병사들은 이들에게 적 적인 백인 주민들과 마찰을 겪었다. 백인 병
사들에게는 허락된 각종 위문 시설 및 의료 혜택, 교육 및 승진 기회 등에 한 접근권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겪었음은 물론이다(Berry and Blassingame 314-317; Wintermute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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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미국의 인종 정치 상황에 추가되는 또다른 변수 고, 이에 군복을 입

은 이들은 그들의 복장이 갖는 가시성으로 인해 더 큰 위협의 상이 되었

다.  “미국의 흑인들에게 있어,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는 상황은 24

단지 전쟁만이 아니었던 것이다”(for Blacks in America, war was hardly the only 

situation in which death could be sudden and unanticipated; Hunt 449). 따라서 밧

줄을 들고 일년 중 단 하루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마주한다면 나머지 날들에는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참전 군인의 외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쟁

의 트라우마를 통제하려는 생존 전략이지만,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

국의 땅에서 유지되고 또 거세지는 흑인들의 몸에 한 폭력의 실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퍼포먼스가 된다.   

 섀드락을 통해 드러나는 흑인들의 몸의 수난은 작품의 또다른 군인인 

플럼의 몸에서도 관찰된다. 섀드락과 마찬가지로 1차 전의 참전병사인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미국의 여러 도시를 떠돌다 고향에 돌아온다.  

그는 1919년에 미국에 닿았지만 1920년이 될 때까지 메달리온으로 돌
아오지 않았다. 그는 집에 가겠노라는 약속들로 빼곡한 편지들을 뉴욕
과 워싱턴 D.C., 시카고에서 써보냈으나,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크리
스마스로부터 이삼일이 지난 뒤에야 마침내 그는 과거의 덜 거리는 

걸음걸이를 희미하게 연상시키며 돌아왔다. 그는 몇 달 동안 자르지도 

빗지도 않은 머리에, 형편 없는 옷차림을 하고 양말도 신지 않았다. 그
는 까만 가방 하나와 종이 봉투를 가진 채 다만 매우 수줍은, 수줍은 웃
음을 지어보 다. 

He returned to the States in 1919 but did not get back to Medallion until 
1920. He wrote letters from New York, Washington, D.C.. and Chicago full 
of promises of homecomings, but there was obviously something wrong. 

 이는 흑인들의 몸에 입혀진 군복이 결국 전쟁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복무한 시민으로서 정치24

적 권리에 한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  기록들은 1차
전 시기의 린칭 희생자들 중에서 참전 군인 혹은 군복을 입고 있던 흑인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는 점을 전하고 있다(Jackson 376, 389; Hunt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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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some two or three days after Christmas, he arrived with just the 
shadow of his old dip-down walk. His hair had been neither cut nor combed 
in months, his clothes were pointless and he had no socks. But he did have a 
black bag, a paper sack and a sweet, sweet smile. (45) 

형편없는 몰골에 빈털터리가 되어 느닷없이 돌아온 플럼의 모습은 성 한 환

회를 계획하던 식구들이 그렸을 법한 당당한 군인의 모습과 배치된다. 화자

는 그가 거쳐온 곳들로 이동에 올랐던 흑인들 다수가 정착한 당 의 주요 

도시들을 언급한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 간 유혈 소요 및 폭동이 끊이지 않

았던 1919년 5월부터 9월까지의 붉은 여름(Red Summer)과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시카고 폭동(Chicago Riot)과 같은 역사를 감안할 때, 그가 미국을 

떠돌면서 목격했을 흑인들의 삶과 지위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추측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록 그 내막이 소개되지 않지만, 플럼의 귀향 여정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부랑죄와 알콜중독”(vagrancy and intoxication; 13)으

로 유치장에 갇히고 수레에 짐처럼 실려 돌아온 섀드락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

을 것이다. 섀드락과 비슷한 행색으로, 플럼은 “떡진 머리를 한 젊은이”(a 

young man with the matted hair; 14)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아무와도 자

신의 경험을 나누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점차 “말라가기”(got thinner; 

45)만 한다.  

 플럼은 마약을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잊으려고 하며, 이러한 아들의 

고통을 거두고자 하는 이바의 모습은 약에 취한 그의 시선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이제 아주 매력적인 냄새와 함께 어떤 축축한 빛이 그의 다리와 배로 올
라오는 것 같았다. 이 빛, 이 축축한 빛이 첨벙거리면서 그의 피부 아래
로 흘러들어와 온통 그를 감쌌다. 그가 눈을 뜨자, 자신에게 축축하고 

가벼운 것을 들이붓는 독수리의 거 한 날개 같은 것이 보 다. 일종의 

세례, 아니면 축복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게 잘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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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믿으며 눈을 감았고 잠의 밝은 구덩이 속으로 

다시 떨어졌다.  

Now there seemed to be some kind of wet light traveling over his legs and 
stomach with a deeply attractive smell. It wound itself — this wet light — all 
about him, splashing and running into his skin. He opened his eyes and saw 
what he imagined was the great wing of an eagle pouring a wet lightness 
over him. Some kind of baptism, some kind of blessing, he thought. 
Everything is going to be all right, it said. Knowing that it was so he closed 
his eyes and sank back into the bright hole of sleep. (47) 

불을 붙이기 전 이바는 플럼을 안고 아이처럼 어르는데, 이에 그는 “그들끼리

만의 농담”(private joke 46)을 들었다는 듯이 쿡쿡 웃는다. 이 때 농담을 수식

하는 “private”은 섀드락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병”의 호명과 연결되면서, 플

럼의 환각과 중독 상태를 흑인 참전병사가 전쟁 및 국가와 맺는 관계 안으로 

들여온다. 어째서 자신이 “이병”으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에 빠졌던 

섀드락처럼, 자신의 감각과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플럼은 “등유

에 흠뻑 젖어”(kerosene-soaked)있으면서도 “포근한 기쁨”(snug delight; 47)을 

느끼며 등유의 냄새를 “아주 매력적인 냄새”로 맡는다. 그가 마약에 중독된 

근본 원인이 흑인 남성의 몸을 전장으로 데려가거나 린칭과 같은 폭력에 무방

비로 노출시키는 권력 질서임을 상기하듯, 플럼은 자신의 몸을 거두는 어머니

의 모습에서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의 환 을 본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친

하고 사적인(private) 농담이 국가와 그 국가적 수행체의 말단을 이루는 이병

과의 농담과 겹쳐졌던 것처럼, 물의 세례를 통해 그의 생명을 잉태했던 어머

니의 몸은 독수리의 “축축한” 날개로 체되어 린칭 희생자가 불에 태워지듯

이 그의 몸을 불꽃으로 감싸버리는 것이다. 독수리를 보는 환각 속에서 타들

어가는 플럼의 몸은 섀드락의 밧줄이 환기시키는 린칭의 풍경을 즉각적으로 

소환하면서, 흑인 남성의 몸을 앗아가는 갖가지 형태의 수난이 국가적 차원에

서 작동하고 있는 상징 질서의 폭력과 억압에서 기원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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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년 장에서 전개되는 치킨 리틀의 죽음은 흑인 공동체의 삶에 드리

운 린칭의 그림자를 불러내면서 동시에 이를 공동체의 집단적인 경험과 잇는

다. 넬과 술라와 함께 놀다 실수로 물에 빠진 리틀의 몸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을로 돌아온다. 그를 발견한 백인 선장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리틀을 건

져 마치 짐처럼 자루에 넣어 한 쪽에 “던져두고”(tossed; 63), 악취가 날까봐 이

내 그 자루를 배 옆에 걸어 물에 담근 채 이동한다(63). 신고를 받은 보안관조

차 선장에게 왜 “물에 다시 버리”(throw it on back into the water; 64)지 않느냐

고 되묻지 않듯이 죽은 흑인 소년의 몸은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한다. 결국 리

틀은  행방불명이 된 지 4일째가 되어서야 다시 바텀 마을에 돌아오는데, 이때

는 “이미 리틀을 알았던 모든 이들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그의 엄마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다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기에 

리틀이어야만 했던”(unrecognizable to almost everybody who once knew him, 

and even his mother wasn’t deep down sure, except that it just had to be him since 

nobody could find him; 64)만큼의 시간이 지난 상태이다.  

 죽은 리틀이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겪는 일련의 상황들은 역사적으

로 가장 유명한 린칭 사건인 에밋 틸(Emmett Till)의 죽음을 여러 측면에서 환

기시킨다.  에밋 틸의 린칭은 작품 속 시간보다 나중의 일이지만, 작품과 실25

제 역사 간의 이러한 시기적 차이는 역사적으로 무수한 희생자들 중에서도 그

의 죽음은 린칭이라는 가시화된 폭력으로 수렴되고 변화하는 미국적 질서의 

작동 양상, 소위 린칭의 “문화적 논리”(cultural logic; Goldsby 294)와 가장 잘 

부합하는 원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알렉산더(Elizabeth Alexander)

 에밋 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55년 8월, 미시시피의 친척집을 방문한 시카고 출신의 25

열 네 살 소년 에밋 틸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린
칭 당하고 그 시체가 강에서 발견된다. 당시 머리에 총을 맞은 그의 목에는 시체를 가라앉게 하
기 위해 조면기에 달린 선풍기(cotton gin fan)가 연결된 철사가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관을 연 채 공공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그 결과 관 속에 누워있는 에밋의 훼손된 얼굴은 언론의 적인 보도를 거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린칭 희생자의 이미지로 미국인들의 의식에 박제된다(Alexander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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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밋 틸처럼 집단적 기억의 일부로 편입된 강력한 폭력의 이미지가 공동체

의 트라우마를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당 의 “젊은이들에

게 자신들의 검은 몸에 내재된 취약점을 주입시킨 하나의 통과 의례”(a rite of 

passage that indoctrinated these young people into understanding the vulnerability 

of their own black bodies; 192)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리틀의 몸을 묶은 채 26

유유히 물을 가르는 배는 린칭 가해자들이 에밋을 묶은 채 몰았던 트럭의 질

주와 닮아있으며, 강에서 발견되어 한참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며 심각하

게 훼손된 얼굴 신 그들의 옷으로 정체가 밝혀진다는 점도 에밋과 리틀 간

의 유사점이다. 에밋과 리틀의 몸은 “완전히 부정되고, 비인간화 되며, 귀환 

불가능한 것으로 변모된”(thoroughly negated, dehumanized, and rendered 

incapable of return; Weigman 446) 린칭된 몸의 이미지를 체현한다.  

 리틀의 장례식 장면은 린칭 희생자처럼 망가진 소년의 몸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죽음 혹은 이별의 트라우마와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보여준다. 

딜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자 여자들은 까마귀 날개의 한 쌍처럼 손을 펼치
고 모자 위 허공에 허우적 거렸다. 그들은 목사가 하는 말을 전부 듣지 않
았다. 한 단어, 혹은 한 구절, 아니면 그들에게 그 사건과 그들 간의 연결점
이 되는 억양만을 들었을 뿐이다.… 그 사람. 그는 뚱뚱하기도, 마르기도, 

늙기도, 젊기도 한 피부에 깊게 묻힌, 그리고 세상이 상처 낸 존재 다. 아
니면 그들은 최근에 죽임을 당한 아들을 떠올렸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
의 다리를 기억하면서 총알이 어디를 뚫었을지를 생각했다. 혹은 여자들
은 그들의 아버지가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방이 더러웠는가를 회상했고 그 

마르고 젊은 유 인도 똑같이 느꼈을지를 궁금해했다…   

As Reverend Deal moved into his sermon, the hands of the women unfolded 
like pairs of raven’s wings and flew high above their hats in the air. They did 
not hear all of what he said; they heard the one word, or phrase, or inflection 
that was for them the connection between the event and themselves.… That one. 

 이 점에 해서는 모리슨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 사건에 한 모리슨의 관심은 그가 쓴 유일26

한 희곡 『에밋을 꿈꾸기』(Dreaming Emmet,1986)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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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who lodged deep in their fat, thin, old, young skin, and was the one the 
world had hurt. Or they thought of their son newly killed and remembered his 
legs in short pants and wondered where the bullet went in. Or they remembered 
how dirty the room looked when their father left home and wondered if that is 
the way the slim, young Jew felt, … (65) 

마을의 여자들로 하여금 리틀의 죽음에 슬퍼하게 하는 “연결점”은 이들의 삶

에 편재한 아들, 남편, 혹은 아버지와의 이별이다. 총을 맞는 아들의 모습이 플

럼과 섀드락과 같은 참전병사 혹은 린칭 당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면 어지러진 집을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존재는 작품 속 자신의 가정을 버리

는 보이보이나 주드 같은 남성 인물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소년의 우발적인 

죽음은 집단적인 기억에 의해 흑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어

왔던 역사적 수난의 흐름에 편입되는 것이다. 흑인들의 몸에 가해졌던 물리적

인 폭력과 보이보이와 주드처럼 흑인 남성을 실패한 가장으로 만드는 경제적 

질서는  모두 흑인 가정의 온전한 작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27

지속을 어렵게 만든다. “피부에 깊게 묻힌” 이들의 “상처”는 마을 사람들이 공

유하는 검은 피부에서 기원하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몸에 다시 기입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리틀을 포함한 자신들이 “완전히 무고한 희생

자”(truly innocent victim; 65)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좌절을 “하느님의 의

지”(God’s will; 66)로 여기며 이에 저항하는 신 인정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검둥이 농담” 속 노예가 백인 농부의 궤변을 받아들이고 언덕 위를 

 백인 목수의 조수 던 이바의 남편 보이보이는 노예제 시절부터 흑인 남성들의 성인되기27

(adulthood)와 남성성을 부정하는 상징적인 억압 기제로 작용했던 “보이”(boy)가 강조되는 그의 
이름을 통해 인물의 미성숙함이 드러난다. 또한 호텔 웨이터로 일하지만 “쟁반보다 무거
운”(heavier than trays; 81) 연장을 휘두르면서 마을의 새 도로를 닦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
었던 주드는 그 기회가 좌절되자 오로지 자신의 “성인됨”(adulthood; 82)을 증명하기 위해 넬과 
결혼한다. 그러나 애정이 아닌 “수치심과 분노”(shame and anger; 84)에 의해 추진된 이 관계는 
주드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만들었던 도로가 결국 건설되지 않고 “가짜 번 ”(fake prosperity; 
81)으로 판명되었던 것처럼 결국 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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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일구어내듯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원인 불명의 자연 재해와 이들의 

삶을 제약하는 명백한 불평등을 모두 “악”(evil; 89)으로 간주하면서도 “환

에 가까운 수용”(an acceptance that bordered on welcome; 89)적 태도로 이를 버

텨내기만 한다. “만약 뱀의 숨결에 닿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치명적이더라도, 

그들은 단지 희생자 으며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

만 자유낙하는, 오, 그것은 독창성을 필요로 하고 요구했다”(If they were 

touched by the snake’s breath, however fatal, they were merely victims and knew 

how to behave in that role… But the free fall, oh no, that required — demanded — 

invention; 120). 작품에서 바텀 마을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성은 양면적으로 해

석되어 왔는데, 가령 민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 베이커와 같은 연구자는 바

텀 마을을 흑인들의 표현 전통(expressive traditions)이 보존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긍정되는 “공동의 장소”(a communal PLACE; 108)로 해석한

다. 실제로, 마을이 보여주는 이 독특한 수동성은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니는 

공포스러운 섀드”(the terrible Shad who walked about with his penis out; 62)를 

비롯한 마을의 떠돌이들과, 아들을 태워죽인 이바, 마을의 모든 남성들과 잠

자리를 갖는 해너, 그리고 이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마을의 완전한 “악”으로 

취급되는 술라 등 공동체의 규범에서 비껴나 있는 인물들을 그들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한다. “그들은 분노는 잘 알았지만 절망은 알지 못했고, 자

신들이 자살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보다 열등한 일이었기 때문이다”(They knew anger well but not 

despair, and they didn’t stone sinners for the same reason they didn’t commit 

suicide — it was beneath them; 90). 마을은 죄인에게 분노할 지언정 이들을 함

부로 단죄하지 않는 데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발견한다.   

 반면 1960년  민권운동 진 에서 나타났던 흑인 민족주의와 페미니

즘 간의 긴장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두비(Madhu Dubey)의 경우는 베이커와 

반 의 입장을 취한다. “[악을] 변화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혹은 다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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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막을 방법은 절  고안하지 않는”(never invented ways either to alter 

it, to annihilate it or to prevent its happening again ; 90) 바텀 마을은 역사에 한 

“흑인 공동체의 수동적인 숙명론”(the black community’s passive fatalism; 

Dubey 60)을 보여주며, 희생자의 지위에 머무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억압적

인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회피한다

는 것이다(Dubey 57). 두비의 이러한 지적은 마을의 주변화 된 존재들이 공동

체가 맞는 결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게 만든다. 이들에 한 공동체

의 태도와 “악”으로 수렴되는 모든 불행에 한 공동체의 태도가 서로 유사하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적으로, 듀이들처럼 마을의 또다른 떠돌이인 타르 

베이비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지만 은 히 죽을 장소”(a place to die privately 

but not quite alone; 40 이탤릭 강조 )를 찾아 바텀 마을로 흘러들어온 외부인이

다. 린칭의 폭력이 만연한 미국의 땅에서 자신의 개인성(privacy)을 지키는 방

법으로 매년 1월 3일 사람들에게 죽음을 권유하는 섀드락의 존재와 그가 머무

는 공동체는 “은 한”(private) 죽음을 염원하는 타르 베이비에게는 최적의 환

경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타르 베이비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에

게 경멸 섞인 무관심을 보내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과연 포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스스로 죽으려고 할만큼 “자신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

이는 사람에 한 인내”(patience with people who took themselves that seriously; 

40)를 발휘하지 않으며, “아무도 [타르 베이비]에게 스스로를 다잡거나, 의사

를 찾아가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제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No one 

thought of suggesting to him that he pull himself together or see a doctor or 

anything; 40). 마찬가지로 바텀 마을은 “술취하고 시끄럽고 음란한”(drunk, 

loud, obscene; 15) 섀드락을 건드리지 않지만, 그가 매년 벌이는 전국자살절의 

행진에 해서도 철저한 방관자로 머물면서 그의 트라우마를 외면한다. 무엇

보다 마을의 이러한 거리두기는 그들에게 가장 불가해한 존재인 술라에 한 

적 로 이어지는데, 술라에 한 마을의 반감은 이후 문자 그 로 마을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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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1941년 1월 3일의 전국자살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타르 베이비나 듀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관심했던 “섀드락의 고

독한 연간 행진”(Shadrack’s annual solitary parade; 15)에 마을 사람들이 최초이

자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계기는 술라의 죽음에서 촉발된다. 술라를 악으로 상

정하면서 결집했던 마을은 술라가 사망한 뒤 구심점을 잃는다. “긴장과 함께 

이들이 그간 해왔던 노력의 이유 또한 사라졌다”(The tension was gone and so 

was the reason for the effort they had made; 153). 술라가 살아있는 동안 마을 사

람들은 그녀를 “그들의 개인적인 불행의 원천”(the source of their personal 

misfortune; 117)으로 지목하면서 단결하지만, 바텀 마을의 이러한 진단은 실

상 잘못된 것이다. 소년의 개별적인 죽음이 우연한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역

사적인 몸의 이미지를 거쳐 전쟁과 린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동체의 

집단적인 상실과 이별을 구성하듯이, 바텀 마을이 겪는 좌절은 단지 일탈적인 

여성 한 명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흑인 공동체 전체를 “바텀”, 즉 정치적, 경제적 사다리의 바닥으로 끌어내리

는 “미국적 문법”의 자장에서 파생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수난이다. “술라 

피스의 죽음은 터널 공사장의 일자리에 한 약속 이래로 마을 사람들에게 가

장 좋은 소식이었다”(The death of Sula Peace was the best news folks up in the 

Bottom had had since the promise of work at the tunnel; 150)는 1941년 장의 첫 

문장은 술라의 죽음과 새 일자리에 한 마을 사람들의 기 를 연결하면서, 

술라에 한 공동체의 반감이 실제로는 일자리로 표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한 누적된 불만을 위장해주는 모종의 기제 음을 보여준다. “술라가 죽었

기 때문에 아니면 술라가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더 밝은 날이 드리우고 있다

고 느끼”(felt that either because Sula was dead or just after she was dead a 

brighter day was dawning; 150-151 이탤릭 원문)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폐기와 

기획을 반복했던 강가의 터널 공사장에 드디어 마을 청년들이 채용되고 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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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원이 지어지는 것을 기 한다(151). 하지만 1927년 도로 건설 현장의 일자

리가 주드와 같은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듯이, 마을의 “힘찬 희망”(strong 

sense of hope; 152)은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추위에 의해 꺾이며, “봄이 되면 

[더 많은 흑인을 고용하겠다는] 약속”(the promise of more in the spring; 154)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한동안 잊고 살았던 “가파른 분노”(steeping 

resentment; 154)를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이같은 분노와 혼란의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섀드락의 행

진에 앞다투어 참여한다. 

스무 명 정도 되는 최초의 무리는 집 사이를 다니면서 실내에 있던 사람들
과 창문 밖으로 내다보던 사람들에게 합류하라고 외쳤다. 이 베일에 난 이 

구멍을 좀더 찢어버리자고, 여지껏 수 년 동안 이들을 단련시켰던 이 오래
된 고통의 무게, 중력, 존엄성, 불안으로부터 이 잠깐의 유예를 좀더 연장
하자고 말이다. 이들은 마치 햇볕이 지속될 것인 양, 마치 진짜로 희망이 

있다는 듯이, 밖으로 나와 이 햇볕 안에서 뛰놀자고 사람들을 불러댔다. 그 

희망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농부들을 위해 계속 콩을 줍게 만들었고, 계속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막았고, 그들을 무
릎까지 빠진 채 다른 이들의 진창에 잡아두었으며, 다른 이들의 전쟁을 두
고 그들을 들뜨게 했고, 백인들의 아이들을 세심히 돌보게 했으며, 어떤 마
법같은 “정부”가 그 진창, 콩과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떨어
뜨릴 거라고 확신하게 했던 희망이다. 

As the initial group of about twenty people passed more houses, they called to 
the people standing in doors and leaning out of windows to join them; to help 
them open further this slit in the veil, this respite from anxiety, from dignity, 
from gravity, from the weight of that very adult pain that had undergirded them 
all those years before. Called to them to come out and play in the sunshine — as 
though the sunshine would last, as though there really was hope. The same hope 
that kept them picking beans for other farmers; kept them from finally leaving 
as they talked of doing; kept them knee-deep in other people’s dirt; kept them 
excited about the other people’s wars; kept them solicitous of white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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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kept them convinced that some magic “government” was going to lift 
them up, out and away from that dirt, those beans, those wars. (159-160) 

화자는 더 나은 자유와 평등에 한 “희망”만으로 흑인 공동체가 스스로가 아

닌 타인들을 위해 치뤄왔던 희생의 내용, 즉 그들이 미국의 땅에서 감내해왔

던 불평등과 수난의 역사를 복기한다.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땅을 가

꾸고, 자기 몫의 수확물을 거두는 신 이들의 노동력은 백인의 가정과 경제

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소모되며, 국가는 이러한 착취 상태를 타파하는 일, 즉 

흑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평등의 보장을 도래하지 않을 “마법같은 정부”의 과

제로 유예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에 흑인들의 몸을 동원해 왔다. 그런데 흑인 공동체가 감내

해온 이 “오래된 고통”은 “검둥이 농담”을 소개하는 작품의 프롤로그에서 이

미 언급된 바 있으며(4, 160), 마을 구성원들은 행진을 통해 “눈꺼풀 아

래”(under the eyelids), “닳아빠진 옷깃”(frayed lapels) 그리고 “힘줄의 굴

곡”(sinew’s curve; 4)처럼 자신들의 몸과 고달픈 일상의 흔적 속에 깃들어 있

는 이 고통으로부터의 유예를 꿈꾼다. 이들이 찢고자 하는 “베일”은 지연되었

던 공동체의 희망이 성취되는 간절한 미래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좌절의 실체를 덮고 있던 가림막이다.  마을 28

사람들은 194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흑인들의 죽음이 만연한 일상을 명료

하게 마주하고 이에 한 타개책으로 자살이라는 역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섀드락의 외침에 최초로 응답한다. 

 이 “베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중 의식(double consciousness), 즉 미국인이자 동시에 28

흑인으로서 갖는 이중적 정체성 간의 부조화와 이러한 간극을 만들어내는 인종적 경계를 “베
일”로 은유한 두보이스(W. E. B. DuBois)를 분명하게 환기한다. 모리슨은 또한 이러한 “베일”의 
존재가 흑인 글쓰기 전통에서도 있었음을 지적하는데, 그는 19세기 쓰여졌던 노예 서사 다수
가 백인 독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흑인들이 겪었던 실질적 고초를 생략하거나 완화하 으
며,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가적 과제는 이처럼 “‘이야기하기에 너무도 끔찍한’ 
일들에 드리워져 있는 베일을 찢고”(to rip that veil drawn over “proceedings too terrible to relate”; 
70) 그 아래 감춰져있던 과거를 주체적으로 복원하고 재창조 하는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The 
Site of Memory”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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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텀 마을의 응답은 결국 마을의 붕괴와 해체라는 파국으로 귀

결되는데, 이는 작품을 관통하는 전쟁과 린칭이라는 폭력의 흐름 안에서 이들

의 마지막 행진이 벌어지는 1941년이 흑인들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를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2차 세계 전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전국자살절의 기념을 막

지 못했다”(7)는 1919년 장의 첫 문장은 미국이 2차 전에 본격 참전하는 1941

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전국자살절의 기획이 유효하지 않음을 지시한다. 변화의 

전조는 술라의 죽음을 알게 된 섀드락의 절망에서 감지된다. 1941년 새해가 

다가오기 전, 섀드락은 우연히 죽은 술라를 보고 자신이 오래 전 술라에게 건

넨 “언제나”(always; 62)라는 위로와 확신이 “완전히 잘못된”(terribly wrong; 

157) 것임을 깨닫고 처음으로 행진에 나서는 것을 주저한다. 그는 자신이 목

격했던 완전한 몸의 절단과 그 공포, 즉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뚝뚝 흘

러내리고, 그 밑의 뼈가 드러나는 변화”(the change — the falling away of skin, 

the drip and slide of blood, and the exposure of bone underneath; 157)를 저지하려

는 “ 원함”(permanency; 157) 혹은 “언제나”에 한 믿음으로 고독한 행진을 

해왔으나 그 믿음은 “그의 가르침을 품고”(carrying his knowledge; 157) 사라진 

그의 유일한 “방문객이자 그의 벗, 그의 손님,… 그의 친구”([His] visitor, his 

company… his friend; 157) 던 술라의 죽음이라는 변화 앞에서 재고되는 것

이다. 술라의 죽음은 “그가 아는 얼굴의 누군가가 또다시 죽어나가는 

것”(Another dying away of someone whose face he knew; 158)으로 제시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속한 흑인 공동체 및 국가 구성원들의 죽음을 연결한다. 

“얼굴”의 상실은 섀드락이 1차 전의 전장에서 보았던 “머리 없는 병사”의 죽

음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고통”에 시달렸던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미국의 2차 전을 아우르는 또다른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을

의 행진에 서려있는 “별난 무질서”(this curious disorder)는 “분별 없는 과시” 

또는 “머리 없는 진열”(headless display; 160)로 묘사되면서, 행진 이후 “머리 

잃은” 몸들의 집합으로 환원되는 공동체의 몰락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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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한 사람들은 뉴 리버 로드(New River Road)의 터널 공사장 입구에 

다다르자 그들을 버티게 해주었던 희망이 이미 오래 전, 가령 도로 공사에 흑

인 청년들이 고용되지 않았던 1927년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자유를 얻은 노

예를 또 한번 기만하는 백인 농부의 “검둥이 농담” 시절부터 “죽은 잎”(leaf-

dead; 161)처럼 시들어버린 것이었음을 깨닫고 폭발한다. “남녀노소 없이, 절

름발이이건 멀쩡하건,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건설하는 

것을 금지당했던 터널을 죽 다”(Old and young, women and children, lame and 

hearty, they killed, as best as they could, the tunnel they were forbidden to build; 

161). 이들이 결코 지을 수 없었던 터널은 인종적 차별과 배제를 기반으로 하

는 미국적 질서의 체현과 다름 없기에 “터널의 입구”(the lip of the tunnel; 161 

이탤릭 강조)와 “지상의 표면”(the face of the earth; 161 이탤릭 강조) 등 마치 

하나의 얼굴처럼 의인화 된다. 이 터널을 “죽이려는” 집단의 움직임은 일견 

린칭 희생자에게 떼로 달려들던(mob kill) 군중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역사

적으로 린칭의 희생자의 위치에 놓여있던 마을 구성원들의 저항에서 폭력성

에 집중하는 이러한 해석은 뒤따르는 터널의 붕괴와 공동체의 해체를 공동체

에 한 징벌적 결과로 읽는 오독으로 이어진다. 화자 또한 바텀 마을이 여지

껏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떼로 죽이는”(mob-kill) 일을 “부자연스러

울 뿐만 아니라 품위없는”(not only unnatural, but it was undignified; 90) 것으로 

여겼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 급작스러운 분노를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 1941년의 전국자살절 행진은 마을 전체가 수몰되었던 그날의 비

극 뿐만 아니라 2차 전 이후 흑인 공동체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섀드락과 마을 사람들의 전국자살절 “행진”(march)은 당 의 노동가 

필립 랜돌프(A. Philip Randolph)가 실제 실행을 예고했던 1941년의 워싱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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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March on Washington)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같은 흑인 공동체의 저29

항이 이끌어낸 정책적 변화가 행진의 핵심 목표인 인종주의 철폐와 평등 보장

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듯이(Giddings 233) “베일”을 찢고자 했던 마을의 행

진, 그리고 죽음을 통제하려던 섀드락의 기획 또한 실패로 돌아간다. “햇빛에 

이글거리는 얼음이 빠르게 물이 되면서”(blazing sunlit ice rapidly becoming 

water; 161) 터널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목은 작품 전체에 아

른거리던 린칭의 그림자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흑인들의 삶에 드리울 것

을 안내한다. 사람들의 몸은 나무에 목이 매달리거나 총알 받이가 되고 불길

에 휩싸이는 신 “철골과 통나무 덩어리에 깔리”(pressed up against steel ribs 

and timber blocks; 162)거나 “물의 방”(a chamber of water;  162)에 갇혀 스러지

며, 터널의 붕괴는 단지 구성원들의 죽음 뿐만 아니라 마을의 몸을 이루는 “이

제는 따뜻해진 땅”(The earth, now warm; 162)의 붕괴를 야기하면서 1965년 장

에 이르면 거의 완료되어 있을 공동체의 와해를 가속화 한다. 또한 얼었던 땅

을 녹인 햇볕이 찰나의 희망을 준 뒤 결국 마을의 몸이 모두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듯이, 작품 속 전국자살절이 마지막으로 기념되는 1941년 이후 시행된 실

제 지원책들 또한 이후 흑인 공동체가 맞닥뜨리게 된 또다른 분열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딩스는 1940년 에 등장한 인종 간 

 역사적 관점에서 바텀 마을의 저항은 개 1차 전의 참전 군인 및 군수 산업 노동자 등에게 29

평등한 권리를 허락하지 않던 차별적 정책들에 한 뒤늦은 항의(Walker 121) 또는 흑인들의 
삶을 특히 더 악화시켰던 공황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한 인내의 한계를(Reddy 41) 드러내
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기딩스(Paula J. Giddings)는 1940년  들어서는 
2차 전으로 인한 군수 산업의 호조가 흑인들의 경제적 불만을 특히 더 증폭했다고 쓰는데, 
이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30년 와는 달리 백인들에게는 조금씩 감지되던 경기 부양 
효과가 여전히 흑인들에게는 여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Giddings 232). 또한 
당  흑인 지식층 및 언론들은 국제적으로 번지던 나치즘을 격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
다는 국가적 수사가 짐 크로 시 의 인종주의를 타개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면서 2차 전을 흑인 민권 운동의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삼았다(Lucander 25-27). 군수 
산업 내 흑인 고용 촉진 및 처우의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면서 민권 및 노동 운동 세력의 최  
결집을 예고했던 필립 란돌프의 워싱턴 행진은 이같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격랑 가운데 가
능했던 사건이었으며, 그 결과 루즈벨트 행정부는 군수 산업 내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
령(Executive Order 8802)을 시행하는데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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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interracial cooperation)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과학 담론들이 사회 통

합이나 민주적 가치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 즉, 전후 확 된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흑인들을 구매력을 갖춘 유효한 경제 주체로 확립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흑인들의 계급적 분화

를 낳고 흑인 고유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Giddings 

233-237). 

 “1965년에는 상황이 훨씬 나았다. 아니면 그렇게 보 다”(Things were 

so much better in 1965. Or so it seemed; 163)라고 시작하는 1965년 장은 변화된 

바텀 마을의 풍경을 통해 2차 전 이후 흑인 공동체가 누리게 된 발전의 양면

성을 잘 보여준다. “어쨌든, 이제 언덕 땅이 더 비싸졌고 전쟁 직후와 50년

에 아래 쪽으로 이사한 흑인들은 그들이 원해도 다시 돌아갈 형편이 안 됐

다”(Anyway, hill land was more valuable now, and those black people who had 

moved down right after the war and in the fifties couldn’t afford to come back even 

if they wanted to; 166). 화자는 언덕 위 “바닥”에 살던 사람들이 진짜 “아래”에 

살게 되는 이 변화를 애도한다. “바텀은 진짜 장소 기에 그것은 슬픈 일이었

다… 젊은이들은 공동체에 해 떠들었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늙고 고집스러

운 이들, 그리고 부유한 백인들에게 언덕을 내버려두었다”(It was sad, because 

the Bottom had been a real place…. These young ones kept talking about the 

community, but they left the hills to the poor, the old, the stubborn — and the rich 

white folks; 166). 이제 마을에는 “개별적으로 텔레비전과 전화를 갖춘 서로 

떨어진 집들”(separate houses with separate televisions and separate telephones; 

166)만이 늘어서 있으며, 젊은이들은 일이 없어 허덕이던 예전의 청년들과 달

리 가게와 학교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있지만 어쩐지 듀이들을 상기시킨다

(163). 화자는 넬의 눈을 통해 붕괴된 터널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듀이들이 “땅

에 씨뿌려진 뒤 이 청년들로 자라났”(seeded the land and crowed up in these 

young people)을지도 모른다고 회술하는데, 서로 다른 셋이었지만 같은 얼굴

 67



이 되고 성장을 멈춰버린 듀이들과 겹쳐지는 이 새로운 세 의 젊은이들은 전

후의 경제 발전에 힘입은 공동체의 변화가 무조건 희망적이지 않음을 보여준

다. 린칭의 밧줄에 혹은 전장의 총알에 의해 머리 잃은 몸뚱이로 축소되던 흑

인들은 이제 “현금 계산  열쇠를 그들의 목에 두른”(cash-register keys around 

their necks; 163) 채 비슷한 얼굴을 하게 된 것이다. 잭슨이 지적한 로, 젊은이

들이 목에 두르고 있는 이 열쇠는 작품 전반을 지배하던 린칭의 은유를 환기

시키면서(Jackson 388) 흑인의 몸을 망가뜨리는 미국적 상징 질서의 역사가 

짐 크로 시  이후의 현  미국에서는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무엇보다도 이 상징 질서는 작품의 프롤로그가 보여주듯이 1965년에서 다

시 시간이 흐른 어느 때가 되면, 바텀 마을의 흔적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 

“바텀 마을에 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There will be 

nothing left of the Bottom; 3). 그러나 이같은 인물 및 공동체의 완전한 소멸은 

작품을 닫는 목에서 소생되는 술라의 존재를 통해 재고된다. 이어지는 3장

에서는 상징 질서에 기반한 “미국적 문법”의 기입을 거부하는 술라의 몸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흑인들, 특히 흑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역사 속에서 술

라의 삶이 갖는 의의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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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고정되지 않는 몸 

 술라는 작품이 발표된 직후부터 기존 흑인 문학이 그려왔던 여성 인물

들의 전형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로 인해 좀처럼 공감하기 어려운 인물로 여겨

져왔다. 특히 다수의 독자 및 비평가들은 술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건 중에

서도 그녀가 넬의 남편 주드와 잠자리를 갖는 데서 불편함을 느낀다. 작품이 

발표된 직후 쓰여진 스미스의 서평은 이러한 반응을 잘 담고 있으며 , 게일하30

우스(Maggie Galehouse)는 주인공에 한 이같은 윤리적, 정서적 거부감이 서

사에 술라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분량이 크지 않은 작품의 구조적 특성과 결

합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녀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한다(340-342).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인 도덕적, 서사적 관습에

서 비껴나 있는 술라의 면모는 이전까지 흑인 문학의 여성 인물 계보에서 그

녀가 “문자 그 로 또 비유적인 의미에서 돌파구”(a literal and figurative 

breakthrough; Spillers “A Hateful Passion” 293 이탤릭 원문)로 평가되는 이유이

기도 하다. 술라에게서 어떤 미덕 혹은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그녀

가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기 를 끊임없이 배반한다는 점으로, 이 기 는 작

품 내 바텀 마을 공동체와 작품 밖 독자의 기  양쪽을 모두 포함한다.  자신31

의 호기심과 욕망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기 는 무력화시키는 술라의 삶은 그

녀의 몸 이외에는 어떤 틀로도 담아낼 수도, 어떤 방식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uncontainable) 성질의 것으로, 따라서 술라의 몸은 그 자체로 특별한 몸이 된

 그는 1920-30년 를 살았던 흑인 여성들이 겪었을 법한 경험과 흑인들의 삶(Black life)과 공30

동체를 생생하게 형상화한 작품의 미덕을 지지하면서도 절친한 친구의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술라의 “기이한 무신경함”(bizarre insensitivity)이 독자로서 “견디기 힘든”(unbearable; 23) 부분
이라고 쓴다. 또한 그는 이같은 술라의 면모를 독자로 하여금 바텀 마을 공동체가 술라에게 갖
는 적 와 두려움을 공유하게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로 해석한다(Smith “Beautiful” 23).

 전자가 절친한 친구의 남편은 유혹하지 않거나 유일한 가족을 돌보는 일에 한 기 라면, 31

후자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철저한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개인은 보통의 이성애적 관계에 연
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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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리슨은 흑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완전히 해방하는 술라의 존재를 

통해 흑인의 몸을 재료삼아 지탱되는 미국적 질서와 완전히 절연한 몸의 가능

성을 탐색한다.  

 이바로부터 이어지는 피스 가 여성의 계보에서 술라는 가장 급진적인 

인물이다. 작품의 서문에서 소개되는 로 희생과 타협에 한 술라의 단호한 

거부에 비하면 해너의 자유로운 성생활은 “개인적 자유에 한 비교적 온건

한 권리 행사”(fairly modest claims to personal liberty; xiii) 정도에 그치며, 그녀

는 이바만큼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취급 받는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pariah; 122)으로서 술라의 

삶은 넬의 결혼과 함께 종료된 1부 이후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시작되는 2

부의 첫 문장에서부터 예고된다. “술라는 울새 떼를 동반하고 메달리온으로 

돌아왔다. 조그만 고구마 모양의 가슴을 가진 채 몸을 흔드는 새들이 도처에 

깔리자, 아주 어린 애들은 새들을 반가워했을 평소와 달리 흥분한 채 잔인하

게 돌을 던졌다”(Accompanied by a plague of robins, Sula came back to 

Medallion. The little yam-breasted shuddering birds were everywhere, exciting 

very small children away from their usual welcome into a vicious stoning; 89). 여

성의 몸을 닮은 “고구마 모양의 가슴을 가진” 새들의 무수한 시체와 배설물이 

마을을 뒤덮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 돌아온 술라는 “진주빛 똥”(pearly shit; 89)

으로 제시되는 새들의 흔적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매혹과 혐오의 경계에 서 

있는 여성적인 몸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 새들을 향한 아이들의 돌팔매질은 

술라가 병리적인 오염이자 공동체의 배격 상이 될 것을 암시한다.  

 마을에 돌아오는 술라의 차림새 또한 의미심장하다.  “그녀는 누구나 보

았을 법한 화 배우와 거의 비슷하게 차려 입었다. 분홍색과 노란색 백일초

로 장식한 검정색 크레이프 드레스, 여우 꼬리, 베일 그물이 한 쪽 눈을 가린 

검은 색 펠트 모자”(She was dressed in a manner that was as close to a movie star 

as anyone would ever see. A black crepe dress splashed with pink and yellow 

 70



zinnias, foxtails, a black felt hat with the veil of net lowered over one eye; 90). 20

세기 초부터 할렘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며 성행했던 블루스 음악은 침묵되어

왔던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이 흑인 여성 가수의 목소리를 빌려 주체

적으로 발화되고 탐구되던 담론의 장이었다. 이 가운데 이들의 “반짝이가 달

린 드레스, 모피, 금빛 치아, 다이아몬드 등의 시각적 외양”(the visual display 

of spangled dresses, of furs, of gold teeth, of diamond)은 이전까지 내 하고 개

인적이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공적 역에서 노래하는 여가수에게 걸맞

는, 즉 차별화 된 지위를 마련해주던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기능한 바 있다

(Carby “It Jus Be’s” 20). 바텀 마을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90) 술라의 화려

한 외양은 블루스 가수의 모습과 닮아있으면서 2부에서 전개될 그녀의 삶에 

한 단서를 준다. 성적 터부와 관습을 비웃던 여성 블루스 음악/가수의 존재

가 남근 권력(phallic power)을 약화시키는 전복성을 함의하 던 것처럼(Carby 

“It Jus Be’s” 21) 술라는 흑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관습을 최

로 거부하면서 흑인 공동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주체가 된다. 

 술라는 이바의 첫 화에서 할머니와도 또 다른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 

 “그저그렇다. 물어봐주다니 고맙구나. 넌 원하는게 있을 때는 잽쌌지. 약
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저한테 얼마나 많은걸 해줬는지 그런 건 말씀마세요 할머니. 그리고 제
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그런 것도요.” 

 “… 언제 결혼할 거냐? 애도 낳아야하는데. 그래야 널 정착시키지.” 

 “전 다른 누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만들고 싶은걸요.” 

 “How you been doing, Big Mamma?” 
 “Getting’ by. Sweet of you to ask. You was quick enough when you wanted 
something. When you needed a little change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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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alk to me about how much you gave me, Big Mamma, and how 
much I owe you or none of that.” 
 “… When you gone get married? You need to have some babies. It’ll settle 
you.” 
 “I don’t want to make somebody else. I want to make myself.” (92)   

이바는 술라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음을 상기시키려고 하지만 술

라는 자신이 어떠한 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며 이를 묵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다리를 자르고 플럼을 태운 이바의 과거마저 태연하게 지적한다(93). 뒤

세르(Erik Dussere)는 이러한 술라의 태도를 “불균형의 원칙”(the very principle 

of imbalance; 348)으로 설명한다.  “불균형”은 노예제의 거래를 떠받쳤던 회32

계의 기본 원칙인 차 조의 균형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 이 균형은 인간

성을 박탈당한 노예의 타자화 된 몸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등가성

(equivalency)에 의해 성립된다. 술라의 관점에서, 다리와 보험금을 맞바꾼 이

바는 자신의 신체를 그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와 교환했다는 점에서 균형

(balance)의 원칙을 체현하는 인물이다(Dussere 347). 이는 이바가 균형의 원칙

에 기반하여 작동하던 몸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이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무너뜨리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바의 균형적 면모는 그녀가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그들을 품

는 댓가로 그들의 삶에 한 강력한 지배력을 요구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녀

는 자신이 세를 내어준 신혼 부부에게는 잔소리를 하고, 보호처를 제공한 떠

돌이들에게는 타르 베이비와 듀이들 같은 새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나 술라는 

 뒤세르는 푸비(Poovey), 베이커(Baker), 스필러스(Spillers)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예제 경32

제학”(economics of slavery)을 이루는 회계(accounting) 규칙에서 파생된 언어적, 문화적 유산이 

포크너와 모리슨의 작품들에서 어떻게 탐구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는 베이커와 스필러스가 

이같은 역사적, 경제적 규범에 한 흑인들의 응으로 각각 “전용”(appropriation)과 “단
절”(disruption)을 제시한다고 요약하면서, 『술라』의 이바와 술라가 서로 비적인 이 두 가지 

응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다리와 보험금의 교환을 선택한 이바는 베이커 식의 응
을, 이바와도 단절하는 술라는 스필러스 식의 응을 보이는 셈이다(Dussere 333, 34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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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연시 되는 모든 균형들, 이를 테면 그녀가 받았던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 한 부채 의식, 유일한 가족의 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바에 한 마땅한 공경심 등을 모조리 거부한다. 특히 술라는 

그 거부의 주체로 자신의 몸을 내세우면서 이바의 몸과 자신의 몸이 다름을 

주장한다. “이 몸은 해요. 자기 다리를 잘라낼만큼 할머니가 독하다고 해서 그 

절단난 다리로 모두를 들쑤시고 다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This 

body does. Just ‘cause you was bad enough to cut off your own leg you think you 

got a right to kick everybody with the stump; 92-93 이탤릭 강조). 희생의 징표이

자 권위의 원천이지만, 균형 원리의 당위성이 몸에 기입된 결과이기도 한 이

바의 외다리는 술라에 의해 “절단난 다리”로 호명된다.  

 이중에서도 술라가 가장 거부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일, 즉 아이를 

낳고 정착하는 재생산의 의무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만드는” 일 뿐이다. 술라를 처음으로 찾아간 에이잭스가 선물로 

우유병을 내 자 “난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I don’t like milk; 124)라고 

답하는 술라의 모습은 우유로 표상되는 모성의 거부를 보여주면서 어머니로

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이바와 뚜렷이 구별된다. 어머

니의 몸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은 술라에게 오직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

하면서 사는 삶을 허락하며, 그녀는 공동체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

던 “실험적인 삶”(experimental life; 118)을 살게 된다.  

 술라가 이바를 양로원에 보내고 가장 친한 친구의 가정을 깨뜨리자 바

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퀴벌레”(a roach) 혹은 “암캐”(a bitch; 112)로 부른

다. 하지만 그녀에게 최악의 낙인을 찍는 계기는 술라가 백인 남성들과도 잠

자리를 한다는 소문이다. 

“그들은 술라가 백인 남자들과 잤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
으나, 사실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말이 퍼지자 그녀에 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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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버렸다. … 백인 여자들의 침 에 기꺼이 눕고자 하는 흑인 남성들의 

의향마저 이들에게 인내의 여지를 주지는 못했다. 그들은 백인 남성과 흑
인 여성간의 모든 결합은 강간이라고 주장했는데, 왜냐면 이를 스스로 원
할 흑인 여성이 있다는 건 말그 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They said that Sula slept with white men. It may not have been true, but it 
certainly could have been. She was obviously capable of it. In any case, all 
minds were closed to her when that word was passed around…. Nor was the 
willingness of black men to lie in the beds of white women a consideration that 
might lead them toward tolerance. They insisted that all unions between white 
men and black women be rape; for a black woman to be willing was literally 
unthinkable. (112-3)  

술라에 한 의혹은 단지 소문일 뿐임에도 화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중, 

이것보다 더 천하고, 더 추잡한 일은 없었다”(There was nothing lower she 

could do, nothing filthier; 113)고 말한다. 어째서 흑인 여성에게 “절  씻어낼 

수 없는 오점”(the dirt that could not ever be washed away; 112)은 백인 남성과의 

성적 연관인 것일까. 백인 여성을 원하는 흑인 남성의 욕망은 용인하지만 그 

반 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백인 남성과의 결합을 스스로 원하는 흑인 

여성의 존재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흑인 공동체의 경계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바텀 마을의 시각

을 드러낸다. 돌아온 술라에게 이바가 상기시키는 어머니되기(motherhood)와 

“정착”의 의무는 공동체가 흑인 여성에 해 공유하고 요구하는 삶과 같으며, 

이를 거부하는 술라는 바텀 마을 사람들의 눈에 흑인 여성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 실천에는 충실하지만 이바나 해너가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을 생물학적, 문화적으로 재생산하는 일은 거부하는 흑인 여성

은 결국 공동체의 존속에 한 위협 요소가 되면서 백인 남성과 연관지어지는 

“최후의 꼬리표”(final label; 112)가 붙는다. 마을 사람들이 술라에 한 적

와 반목을 더욱 다지는 계기 중 하나로 제시되는 사건 또한 흑인 공동체 내 흑

인 여성의 삶이 어머니되기(motherhood)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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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을의 어린 아이인 티팟(Teapot)의 어머니는 아이를 신경쓰지 않는 “무관

심한 어머니”(an indifferent mother; 113)임에도 불구하고 베티(Betty)라는 본래

의 이름 신 “티팟 엄마”(Teapot’s Mamma)로 불리는데(113), 이는 “그의 엄마

가 된 일이 바로 그녀의 중 한 실패”(being his mama was precisely her major 

failure; 113-114)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머니되기를 달갑지 않아하는 여성

마저도 누군가의 어머니로 호명하면서 여성의 삶을 규정한다. 엄마의 무관심 

덕택에 양 부족에 시달리던 티팟이 우연히 술라 앞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

는 사고는 술라가 아이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왜곡되어 마을에 퍼지는데, 이

에 술라를 헐뜯는데 열심이었던 티팟 엄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술 깨있

고, 청결하며 근면한, 즉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the most devoted mother: 

sober, clean and industrious; 114)로 변신한다. 

 사람들은 술라와 자신들과의 경계를 그녀의 몸에 기입한다. 사람들은 

“우스운 모양의 손가락과 그 악마 같은 모반을 제외하고, 그녀는 약점의 정상

적인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다”(Except for a funny shaped finger and that evil 

birthmark, she was free of any normal signs of vulnerability; 115)며 그녀가 늙지

도, 아프지도 않다고 수군댄다(115). 그러나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술라의 인

간적인 “약점”인 망가진 손가락과 태어날 때부터 눈 위에 자리잡고 있던 모반

은 각각 넬의 친구이자 이바의 손녀로서 그녀가 공동체와 맺고 있는 최후의 

관계와 그녀의 몸이 갖는 특수성을 암시하는 표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술라의 망가진 손가락은 넬을 지키기 위한 술라의 노력이 발휘된 결과

이다. 사건이 벌어지는 1922년은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변화, 즉 본격적인 몸

의 성장기에 접어든 열두 살의 두 흑인 소녀가 겪는 사건들이 전개된다. 화자

는 아직은 “쇄골이 깡마르고 엉덩이가 납작한”(wishbone thin and easy assed; 

52) 넬과 술라가 서로를 처음 발견하자마자 친구가 되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혹은 주어지지 않은 정체성과 그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들은 각자

가 수년전에 자신들이 백인도 남자도 아니며, 모든 자유와 성취가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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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되고자 결심했다. 이들의 

만남은 행운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Because each had discovered years before that they were neither white 

nor male, and that all freedom and triumph was forbidden to them, they had set 

about creating something else to be. Their meeting was fortunate, for it let them use 

each other to grow on; 52). “백인도 남자도 아닌” 흑인 소녀들에게 벌어지는 사

건들은 그들의 성장에 향을 끼친다. 이들이 먼저 맞닥뜨리는 시련은 흑인의 

몸을 향한 적 , 즉 이민자 아이들의 괴롭힘이다. 메달리온으로 흘러들어온 

이민자들이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방법은 “흑인들에 

한 기존 주민들의 태도”(the old residents’ attitude toward blacks; 53)를 공유하

는 것인데 , 넬을 괴롭히던 무리들을 피해다니던 술라는 어느 날 이들과 직접 33

맞선다. 

 술라는 흙길에 쭈그리고 앉아 땅 위에 도시락 통, 교과서, 장갑과 석판 

등 모든 소지품을 꺼내놓았다. 오른손에 칼을 쥔 채, 석판을 몸 쪽으로 당
겨놓고 칼날에 왼쪽 검지를 고 눌 다. 그녀의 조준은 확고했지만 부정
확했다. 손가락 끝만 베어내버린 것이다. 네 명의 남자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상처를 쳐다보았고, 석판 귀퉁이로 체리빛 피가 흐르는 가운데 버섯 같
은 살점이 덜  거렸다. 

 술라는 그들을 향해 눈을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나한테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 한테는 뭘 할 것 같아?” 

 모리슨은 여러 지면을 통해 흑인들이 미국 내 계급적 충돌을 방지하고 흑인을 제외한 여러 33

민족적 집단이 미국인의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모종의 완충제로 쓰여져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목과 유사한 자신의 실제 경험과 흑인들과 다른 이민자들 간의 미묘한 관계
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Black people have always been used as a buffer in this country 
between powers to prevent class war, to prevent other kinds of real conflagrations…. In becoming an 
American, from Europe, what one has in common with that other immigrant is contempt for me — 
it’s nothing else but color. wherever they were from, they would stand together. They could all say, “I 
am not that.” So in that sense, becoming an American is based on am attitude: an exclusion of me. It 
wasn't negative to them — it was unifying. When they got off the boat, the second word they learned 
was “nigger.” Ask them — I grew up with them.” (Morrison, “The Pain of Being Black”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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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a squatted down in the dirt road and put everything down on the 
ground: her lunchpail, her reader, her mittens, her slate. Holding the knife in her 
right hand, she pulled the slate toward her and pressed her left forefinger down 
hard on its edge. Her aim was determined but inaccurate. She slashed off only 
the tip of her finger. The four boys stared open-mouthed at the wound and the 
scrap of flesh, like a button mushroom, curling in the cherry blood that ran into 
the corners of the slate.  
 Sula raised her eyes to them. Her voice was quiet. “If I can do that to 
myself, what you suppose I’ll do to you?” (54) 

할머니의 칼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가는 술라의 침착한 몸짓은 그 행위의 목

적과 내용, 재현 방식에 있어서 이바의 몸이 겪었던 경험을 유사하게 반복한

다. 아이들을 위해 다리를 잘랐던 이바처럼 술라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손가

락을 희생하며, 석판과 칼날 사이에서 살점이 떨어져나오고 피가 흐르는 그녀

의 손가락은 철로와 기차 바퀴 사이에서 으스러지는 이바의 다리를 환기시킨

다. 무엇보다 쭈그리고 앉아 피를 흘리는 미성숙한 소녀의 몸은 마치 초경을 

시작하는 여성의 몸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백인도 남자도 아닌” 술

라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통과 의례처럼 작용한다. 또한 비록 자해(self-

mutilation)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경유하지만, 술라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방법을 깨닫는다. 즉, 술라는 흑인 여성의 몸을 향하는 제약과 

억압을 오히려 자신의 몸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술라의 희생은 넬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 사건이 

“넬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혐오감을 가져다 주었다”(earned not Nel’s gratitude 

but her disgust; 141)고 쓴다. 이처럼 기묘한 통과 의례를 거쳐 언제나 “기이

한”(bizarre; 141) 결과를 낳는, 타인들의 예측과 기 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

로 술라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은 1922년 장에서 계속 뒤따

른다. 첫 번째 사건은 술라를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해너의 화를 

그녀가 듣게 되는 일화이며(56-57), 두 번째는 치킨 리틀과 놀아주다가 그를 

우연히 물에 빠뜨리는 사고이다(60-61). “첫번째 경험은 기댈 수 있는 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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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두번째 경험은 기댈 수 있는 자아 또한 없다는 것

을 그녀에게 가르쳐주었다”(The first experience taught her there was no other 

that you could count on; the second that there was no self to count on either; 118-

119). 자녀에 한 최소한의 사랑 즉, 양육을 이행하는 일과 자녀에 한 애정

과 친 함을 갖기는 별개임을 밝히는 어머니의 고백은 이후 술라가 불에 타는 

해너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just looking; 78) 이유를 설명해준다. 긴 한 

애정의 교환이 개 상정되기 마련인 모녀 관계가 일찌감치 그 의미를 상실하

면서, 술라는 죽어가는 해너의 몸을 “흥미로운”(interested) 태도로 “주시하

며”(watched; 78), 해너의 고통에 해 그녀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아무런 

의도 또한 없었다는(147) 독백을 남긴다. 술라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데, 이

는 치킨 리틀의 손이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갈 때 “그녀의 중요한 감정이

었던 책임감이 떨쳐내졌기”(her one major feeling of responsibility had been 

exorcised; 118) 때문이다. 타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한 최소한의 책

임감 혹은 윤리 의식은 리틀의 몸과 함께 고요히 자취를 감추고 술라는 “자아 

없는”(no ego; 119) 인물로 성장한다. 

 의미있는 타인과 내면의 자아 부재를 통해 존재하는 술라의 역설적인 

면모는 그랜트가 지적한 로 흑인 여성의 삶에 작용하는 정치화된 결정성

(politicized determinacy)을 해체하며(Grant 101), 술라의 눈 위에 자리잡고 있

는 모반은 이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눈꺼풀 가운데에서 눈썹으로 뻗어있는 모

반은 “깨진 흥분감과 켈로이드 흉터 같은 서슬 퍼런 위협”(a broken excitement 

and blue-blade threat like a keloid scar; 52)을 얼굴에 부여함으로써 그녀가 위험

한 존재임을 암시하며, “줄기 달린 장미”(a stemmed rose; 52)의 형태와 색은 

그녀의 성장과 함께 또렷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일

종의 텍스트가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을 그녀의 얼굴에 투사하

는데, 가령 술라 때문에 남편을 염려하는 마을의 여자들은 이를 “해너의 

재”(Hannah’s ashes; 114)로, 술라가 갖는 유혹에 끌리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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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그녀의 모반을 “독사”(a copperhead; 103)로 보며 섀드락은 이를 “올

챙이”(tadpole; 156)로 본다. 이러한 섀드락의 시각은 개 술라와 섀드락의 이

름이 갖는 성서적(biblical) 기원과 함께 두 인물간의 친연성에 한 근거로

(Lewis 93, Hunt 454-455) 해석되었는데, 디커슨은 이와 더불어 올챙이가 끊임

없이 변형하는 생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술라의 유동적 정체성을 강조한

다(207). 이바나 섀드락, 듀이들 같은 인물들과 비교할 때, 이 모반은 태생적인 

몸의 표식이라는 점에서도 술라의 몸을 다른 이들의 몸과 차별화 한다. 

 피스 가의 여성으로서 술라는 섹스를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만(122) 반복되는 섹스는 그녀에게 기쁨보다 슬픔을 남길 뿐이다. “그

녀는 가능한 자주 남자들과 동침했다. 그것은 그녀가 찾던 것, 불행과 깊은 슬

픔을 느끼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다”(She went to bed with 

men as frequently as she could. It was the only place where she could find what she 

was looking for: misery and the ability to feel deep sorrow; 122). 술라가 미국의 

각종 도시를 떠돌아 다닌 10년 동안 만난 그 누구도 “모든 자유와 성취가 금

지된”(52) 흑인 여성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며, 세상과 남자들은 각각 “큰 메

달리온”(A big Medallion; 99)과 “하나의 거 한 인격”(one large personality; 

120)으로 동일해진다. “그녀가 몸을 나누는 동안 자신의 내 한 생각을 밝힐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랑의 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근심 외에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으며, 돈 말

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내내 친구를 찾아 헤맸으며, 여성에게 있

어 애인은 동지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음을 깨닫는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Whenever she introduced her private thoughts into their rubbings 

or going, they hooded their eyes. They taught her nothing but love tricks, shared 

nothing but worry, gave nothing but money. She had been looking all along for a 

friend, and it took her a while to discover that a lover was not a comrade and could 

never be — for a woman; 121). “친구” 혹은 “동지”에 한 술라의 갈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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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탐구하려는 못된 고집스러움”(a mean 

determination to explore everything that interested them; 55)을 공유하던 넬의 존

재로도 해소되지 못하는데, 이는 넬마저도 결혼을 통해 “마을과 마을의 모든 

관습에 완전히 예속되어”(belonged to the town and all of its ways; 120) 버렸기 

때문이다.  

  술라의 섹스는 다른 피스 가문의 여성들처럼 성적 즐거움을 충족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로운 자기 실현을 이루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된 흑인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화자는 술라

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기이함, 그녀의 순진함, 자신의 다른 반쪽에 한 열망
은 무용한 상상력의 결과 다. 그녀가 그림을 그렸거나, 점토를 빚었거나, 

춤이나 악기를 할 줄 알았더라면, 만약 자신의 엄청난 호기심과 은유에 

한 재능을 헌신할 만한 아무 것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녀는 자신이 열망하
는 모든 것을 제공해준 활동과 불안과 변덕에 한 집착을 맞바꾸었을 것
이다. 그리고 어떠한 예술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처럼, 그녀는 위험
해졌다. 

In a way, her strangeness, her naïveté, her craving for the other half of her 
equation was the consequence of an idle imagination. Had she paints, or clay, or 
knew the discipline of the dance, or strings; had she anything to engage her 
tremendous curiosity and her gift for metaphor, she might have exchanged the 
restlessness and preoccupation with whim for an activity that provided her with 
all she yearned for. And like any artist with no art form, she became dangerous. 
(121) 

술라의 특별한 점은 그녀가 느끼는 무력감이 “다른 반쪽”으로 은유되는 타인

의 존재와 무관한 철저한 개인 내면의 문제라는 점으로, 예술적 수단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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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은유되는 술라의 결여는  그녀를 “담론적/창조적 기획의 부재에서 실패를 34

찾을 수 있는 인물”(a character whose failings are directly traceable to the absence 

of a discursive/imaginative project; Spillers “A Hateful Passion” 296)로 만든다.  

술라가 섹스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의 결

여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녀는 첨단을 

찾아야 했고 그것을 찾았다. 그녀가 자신의 몸과 협력하는 것을 멈추고 행위

에서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마치 철가루가 거 한 자석의 중심에 끌리는 

것처럼 힘의 파편들이 그녀의 안에서 모여들면서 어떤 것도 부러뜨릴 수 없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 다”(During the lovemaking she found and needed to 

find the cutting edge. When she left off cooperating with her body and began to 

assert herself in the act, particles of strength gathered in her like steel shavings 

drawn to a spacious magnetic center, forming a tight cluster that nothing, it seemed 

could break; 122-123) 섹스는 술라가 느끼는 내부의 결핍을 “지속되는 힘과 한

계 없는 권능”(abiding strength and limitless power; 123)으로 채워준다는 점에

서 흑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타자에 의해 규정되고 통제되던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만든다. 자기 실현을 이루는 데 있어 주어진 선택지가 없는 주체

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터를 마련해 주는 유일한 장이되는 것이

다. 또한 섹스를 통해 다다르는 권능 끝에서 술라가 발견하는 고독과 죽음의 

 “위험한” 예술가로 비유되는 술라의 모습은 『가장 푸른 눈』의 찰리(Cholly)와 유사한 데가 34

있다. 모리슨의 전작에서 찰리는 “오직 음악가만이 감지할 수 있는”(only a musician would 

sense) 재즈처럼 불규칙한 자유를 누리며 이는 “위험하도록 자유로운”(Dagerously free; TBE 
159) 면모로 제시된다. 모리슨은 찰리를 통해 상상한 “자유로운 [흑인] 남성”(a free man; 

“Intimate Things” 19)의 가능성이 『술라』에서는 에이잭스를 통해 계승되며, 에이잭스가 술라
에게 끌리는 이유 또한 술라가 그와 유사하게 위험한 자유를 추구하고 이해하는 인물이기 때
문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Intimate Things” 18-19). 이같은 찰리와 에이잭스, 그리고 
술라 간의 유사성은 에이잭스와 술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푸른 눈』에서 모리슨은  “자유로운 남성”인 찰리를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폴린(Pauline)과의 결혼, 보다 정확히는 결혼과 가정으로 표상되는 “지속성, 변화없음, 순전한 
무게를 갖는 동일함”(the constantness, varietylessness, the sheer weight of sameness; TBE 162)을 

지목하며, 찰리와 남성적인 자유를 공유하는 에이잭스와 술라의 관계는 술라의 변화가 감지되
자마자 붕괴한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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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만나고, 반기며, 비할 데 없는 조화 속에서 

자신과 하나가 되는”(she met herself, welcomed herself, and joined herself in 

matchless harmony; 123)것을 가능케 하며, 술라는 이를 반복하는 것 외에 도리

가 없다. 

 술라의 섹스가 단순한 성애적 활동이 아니라는 점은 술라와 주드의 외

도를 목격하는 넬의 관점을 통해서도 제시된다. “나는 당장이라도 술라가 고

개를 들어 미학이니 관계니 같은 학교에서 배운다는 근사한 단어들, 절 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참 편안하고 단단하게 들려서 사랑했던 단어들을 말하

기를 기다렸다”(I waited for Sula to look up at any minute and say one of those 

lovely college words like aesthetic and rapport, which I never understood but 

which I loved because they sounded so comfortable and firm; 105 이탤릭 원문). 

술라와 넬의 화 내에서 한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았던 이 두 단어의 쓰임은 

꽤 이질적이다. 작품을 정의하는 주제어로 이 두 단어를 지목하면서 정확히는 

이 두 개념 간의 관계에 한 서사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슨(Barbara Johnson)

은 모리슨의 작품 안에서 전개되는 고유의 미학적 특징들이 역사적 트라우마

와 무관하지 않으며, 모리슨의 미학은 이를 읽는 독자의 윤리와 그 미학의 정

치성에 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쓴다(170-171). 존슨의 이러한 해석이 작품의 

미학과 작품 밖 독자가 텍스트와 맺는 관계에 한 고찰인데 비해, 이 목에

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미학”과 “관계”가 술라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자 오직 섹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예술가의 “미

학”이 타인 혹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관계” 안에서 명료해지는 가운데, 섹

스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술라의 몸은 예술가 개인의 고유한 미학과 관계

에 한 탐구가 체현되는 장소이다. 이는 술라의 몸짓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

은, 이를 테면 네 발로 엎드린 채 입만 맞추고 있는 몸짓으로 그려지고(105) 

“그녀가 [넬]에게 어쩐지 벗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somehow she didn’t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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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to me; 106) 이유이다. 섹스를 하고 있는 술라의 몸은 그녀의 열망이 고

스란히 투 되고 표출되는 역동적인 표현 수단(outlet)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와 “진실한 화”(genuine conversations; 127)를 

나누는 최초의 파트너인 에이잭스(Ajax)와의 관계는 “예술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 던 술라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한다. 그는 우유병을 들고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데, 술라는 우유는 거부하지만 “ 리석 조각”(marble 

statues; 124)처럼 보이는 우유병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를 받아들이며(124), 

이후 에이잭스가 술라에게 가져다주는 일련의 “선물들”(gifts; 125), 가령 신문

과 만화책의 일부, 그림이 그려진 캔, 놀이거리, 독특한 촉감의 젤리나 그 모양

이 계속 바뀌는 얼음 등은 저마다의 미학적 가치를 가지면서 예술가의 재료로 

쓰일만한 물건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의 남자들이 술라에게 나누어

주던 돈이나 사랑의 잔기술과 달리 이 선물들은 술라의 결핍을 채우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미학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에이잭스와의 섹스는 그녀로 하여금 기존에 알지 못하던 역을 탐구

하게 만들며, 남자 파트너 밑에 깔리는 “투항의 자세”(a position of surrender; 

123) 신 에이잭스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그의 몸을 탐색하는 술라의 목소리

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내가 만약 가죽으로 당신의 광 뼈 바로 위를 , 그 뼈를 세게 문지른다
면 검은색이 어느 정도 사라지겠지. 검은 색이 가죽으로 벗겨져 떨어지면 

그 밑에는 금빛 잎사귀가 있을거야. 검은 색 사이로 반짝이는게 보이는 걸. 

그게 거기 있단 걸 난 알아… 

 그리고 손톱 줄이나 할머니의 낡은 과도를 가져와서 — 그게 좋겠네 

— 그 금에 고 긁으면, 그것도 떨어져 나가고 석고가 나오겠지. 석고가 당
신 얼굴에 평면과 곡선을 가져다 주는거야. 당신의 웃는 입이 눈에 닿지 못
하는 건 그거 때문이야. 석고가 당기는 힘은 완전한 미소를 방해해.  

 If I take a chamois and rub real hard on the bone, right on the edge of your 
cheek bone, some of the black will disappear. It will flake away into cham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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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derneath there will be gold leaf. I can see it shining through the black. I 
know it is there …… 
 And if I take a nail file or even Eva’s old paring knife — that will do — and 
scrape away at the gold, it will fall away and there will be alabaster. The 
alabaster is what gives your face its planes, its curves. That is why your mouth 
smiling does not reach your eyes. Alabaster is giving it a gravity that resists a 

total smile. (130 이탤릭 원문) 

오르가즘의 순간에서 술라는 예전처럼 홀로 고독과 죽음의 상태에 접어드는 

신 파트너의 몸을 탐색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며, 이에 그녀는 가죽, 

손톱 줄, 또는 “줄”(chisel), “작은 망치”(small tap hammer), “정”(pick; 130) 등을 

동원하여 에이잭스의 피부를 파헤치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술라의 상상 속에

서 에이잭스의 몸은 피와 살이 아닌 금과 석고, 양토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재

구성 된다. 특히 피부의 검은 색을 문지르면 금이 나오고 이 금 아래에는 다시 

석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묘사는 흑인성과 백인성의 관계를 환기시키면서

(Duvall 61) 흑인의 몸을 둘러싼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압력에 해 생각하게

끔 만들며, 검은 피부의 얼굴이 “완전한 미소”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얀 석고

를 깨부수는 술라의 모습은 마치 상을 깎아 그 안에 들어있는 형상을 끄집

어 내는 조각가와 유사하다. 이뿐만 아니라 흑색 피부와 금, 그리고 석고가 모

두 파헤쳐진 맨 아래에는 “그 냄새”(that smell)를 풍기는 “돌과 나뭇가지조차 

없는  비옥한 양토”(loam, fertile, free of pebbles and twigs; 130)가 드러나며, 술

라는 이 양토를 헤집고 물을 주면서 무언가를 주조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다

시 말해, 흑인이자 여성인 그녀의 몸에 부과되는 규범적 굴레를 벗어난 술라

의 섹스는 그녀의 몸 안에 생겨나는 권능과 힘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파트너의 

존재를 만나, 검은 피부의 몸 깊숙한 안쪽까지 침투해 있는 백색의 딱딱한 상

징 질서를 벗겨낸 새로운 질료를 발견하게끔 해준다. 술라의 몸이 갖고 있는 

물과 에이잭스의 양토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진흙”(mud; 131)은 얼마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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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가소성(plasticity)을 가지며, 적절한 형식을 

갖춘 예술가는 이 진흙을 재료로 새로운 몸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술라를 통해 미국의 상징 질서에서 완전히 해방된 새로

운 흑인의 몸을 상상하지만, 에이잭스가 떠난 뒤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음을 

맞는 술라는  모습은 탈주한 몸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과 댓가를 보여준다. 다

만 마지막 순간 술라가 겪는 고통의 감각은 그녀의 실험적인 삶이 거부하고 

저항해 왔던, 흑인의 몸이 겪어온 무수한 역사적 수난의 총체라는 점에서 중

요하다.  

고통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먼저 뱃속에서 비둘기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것 같은, 그리고 타는 것 같은, 이후 몸의 다른 부분을 가늘게 옭아매는듯
한 고통이 뒤따라 퍼졌다. 물같은 이 고통의 줄은 자리를 잡은 뒤, 굳어지
고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욱신거림에 집중했고, 물결, 망치질, 

면도날, 또는 작은 폭발처럼 이를 느꼈다. 주먹을 쥐거나 혀 뒤쪽에서 느껴
지는 약의 맛조차 떨쳐내지 못할만큼 강한 피로가 찾아오자 이내 그녀는 

이 다양한 고통마저 지루해졌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졌다.   

Pain took hold. First a fluttering as of doves in her stomach, then a kind of 
burning, followed by a spread of thin wires to other parts of her body. Once the 
wires of liquid pain were in place, they jelled and began to throb. She tried to 
concentrating on the throbs, identifying them as waves, hammer strokes, razor 
edges or small explosions. Soon even the variety of pain bored her and there 
was nothing to do, for it was joined by fatigue so great she could not make a fist 
or fight the taste of oil at the back of her tongue. (148) 

그녀는 죽기 직전 베이킹 파우더 광고 모델이 “흰 먼지로 해체되

어”(disintegrated into white dust; 147) 자신을 집어삼키는 꿈을 꾸고, 이에 “컥

컥 토하면서 연기의 냄새에 휩싸여 깨어난다”(woke gagging and overwhelmed 

with the smell of smoke; 148). 이처럼 광고 모델이 표상하는 여성상의 규범성

은  마치 먼지처럼 허무하게 해체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너의 몸에서 피어

올랐던 “해너의 연기”(Hannah’s smoke; 76)를 환기시키는데, 이 목은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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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목했던 모든 몸의 수난을 차례로 떠올리게 하는 언어로 전달된다. 술

라의 뱃속에서 퍼덕이는, 평화(Peace)의 상징인 비둘기의 날개짓은 플럼이 죽

기 직전 환각 속에서 목격하는 “독수리의 거 한 날개”(the great wing of an 

eagle; 47)와 몸을 옭아매는 고통의 감각은 섀드락의 밧줄이 표상하던 린칭을 

잇는다. 액체와 고체도 아닌 채 굳어져(jellying) 가는 고통은 어린 시절 넬이 

헬린의 몸에서 목격했던 무력화 된 몸의 “젤리”(jelly; 22) 또는 “커스터

드”(custard;22) 같은 몸의 성질을 떠올리게 하며, 망치질, 면도날, 폭발은 각각 

주드와 같은 흑인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던 백인들의 일자리인 “ 형 망

치”(sledge hammer; 82), 술라가 자신의 손가락에 가져간 “이바의 과도”(Eva’s 

paring knife; 54), 그리고 군인들의 몸을 산산조각내는 전장의 “더러운 회색 폭

발”(dirty, gray explosions; 8)을 환기시킨다. 또한 물결 혹은 파도 같은 욱신거

림은 치킨 리틀을 집어삼키고도 “한없이 평화로웠던”(so peaceful; 61) 무심한 

강물의 표면과 조되며 , 작품은 이같은 고통의 연결을 통해 술라의 몸이 작35

품 속 다른 인물들, 이들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몸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별

개의 몸이 아님을 보여준다. 바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되면서도 술라

의 몸이 공동체의 몸과 갖는 접한 연결은 에이잭스와 술라의 섹스 장면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비옥한 흙으로 해체되는 에이잭스의 몸 위에 올라탄 술라

는 마치 “조지아 소나무”(Georgia pine tree; 130)처럼 그 몸을 드리우고 있다고 

묘사되는데, “움직이고 흔들리는”(rocked there, swayed there; 129) 술라의 몸

은 마치 “검둥이 노예”의 후손들이 언덕 위 땅을 부지런히 개척하여 키워낸 

“바텀 마을의 오두막들을 감싸는 그 울창한 나무들”(those heavy trees that 

sheltered the shacks up in the bottom; 6)과 닮아있다.  

 디커슨은 이같은 술라의 죽음에 해 다음과 같이 쓴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흑인의 몸이 사라지는, 혹은 던져지거나, 씻겨가거나, 타죽

 또한 파도는 바텀 마을로 흘러들어온 흑인 노예의 조상들이 겪었을 최초의 고통과 단절의 경35

험, 즉 포획된 채 무수한 몸들과 함께 노예선에 태워져 중간 항로(Middle Passage)를 건너왔던 

흑인들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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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익사하는 등의 모습을 관찰했기에 술라는 그녀 이전에 수많은 이들이 

거쳐간 몸, 즉 고통에 휩싸인 몸이 된다”(Having observed directly and indirectly 

the ways in which black bodies slip away — or are thrown away, washed up, 

burned up, and drowned — Sula becomes what so many before her have been: the 

body in pain; 207). 다만 술라는 이같은 거 한 고통, 혹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온 수난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몸들과 구별된다. 

술라는 죽음조차도 “몸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회”(an opportunity to test the 

limits of her body; Dickerson 207)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이 고통마저 권태롭게 

느끼면서 죽음을 “피곤하게 기다리는 상태”(in this state of weary anticipation; 

149)에 도달한다. 특히 화자는 마지막 순간 기진맥진한 술라가 “피로한 

살”(tired flesh; 149)을 감싸는 물의 부드러운 감각에 고통을 잊는다고 쓴다. 그

녀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육체적인 파괴를 수반하는 작품 속 다른 인물들의 

죽음, 이를테면 머리가 날아가거나, 심하게 부패하거나, 불에 타거나 혹은 무

너진 터널의 잔해에 깔리고 수장되는 죽음과 비교할 때, 피로할지언정 훼손되

지 않고 자신의 살을 온전히 보전하는 죽음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술라는 생물학적 죽음이 몸에 부과하는 한계마저 초월

하는 특별한 몸으로 재현된다. 화자는 “그녀는 죽었다”(she was dead; 149)고 

물리적인 육체의 사망을 선고한 뒤, 이내 “술라가 자신의 얼굴이 미소 짓는 것

을 느꼈다”(Sula felt her face smiling; 149, 이탤릭 강조)는 문장을 덧붙인다. 무

수한 고통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찌푸리는 신 오히려 사망 뒤에   

미소 짓는 자신의 얼굴을 느꼈다는 화자의 묘사는 웃음의 수행에 요구되는 얼

굴 근육과 살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목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

했음에도 불구하고 넬에게 죽을 때 전혀 아프지 않았노라 말할 것을 다짐하는 

술라의 모습은 생물학적인 죽음의 의미를 초월한 존재로 재현된다. 이처럼 화

자는 술라의 몸을 빌려 공동체의 역사를 아우르되 개인이 갖는 전복의 가능성

 87



이 소진되지 않는 새로운 죽음을 보여준다. 술라의 죽음 아닌 죽음은, 흑인들

의 몸을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적인 상징 질서로부터 

탈주한 주체의 움직임이 가장 극단으로 나아가서 발견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것이다. 사망 뒤에도 자신의 얼굴을 움직여 미소 짓고 또 결심을 말하는 술라

의 모습은 의식과 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구분을 따르

지 않는 술라의 비결정성을 드러내며 , 화자는 미국적 문법이 강제로 끊어낸 36

주체의 의지와 몸의 단절을 극복하는 가능성이 술라의 죽음에서마저 이어지

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술라의 모습을 근거로 작품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지는 쉽게 결론나지 않는 문제이다. 특히 술라의 몸을 통해 체현되던 몸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실되는지 혹은 계승되는지는 작품에 한 관점에 따라 서

로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한 로 “『술라』가 

탐구하는 모든 이중의 의미들은 해소되지 않는 모순들을 작품을 구성하는 중

심 원칙으로 삼고 있기”(all the double meanings generated by Sula install 

unresolved contradiction as the central designing principle of the novel; Dubey 70)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가 추구했던 새로운 몸의 가능성을 좀더 긍

정할 수 있다면 이는 이러한 가능성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넬을 통해 다

시 희미하게 소생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작품은 이미 그 자취의 부분을 감

춰버린 바텀 마을을 직접 걷는 “진정한 마지막 보행자들 중 한 명”(one of the 

 이러한 술라의 미소가 갖는 의미는 모리슨의 표작 『빌러비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36

는 빌러비드의 미소와도 연결된다. 폭력과 희생으로 점철된 노예제의 역사 속에서 어머니의 

손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빌러비드는 자신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을 모두 “내가 잃어버린 얼
굴”(it is the face I lost; Beloved 252)로 동일시 하며, 그 얼굴의 미소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작품은 세스에게 살해를 당하던 순간 빌러비드의 몸에 또다른 미소를 강제로 새긴다. 목에 난 
톱 자국의 흉터를 은유하는 이 “비뚤어지고 지나치게 긴 턱 밑의 미소”(the smile under her jaw, 

crooked and much too long; 285)는 노예제에 의해 수난받고 훼손되었던 흑인들의 집합적인 몸
을 은유하며, 이 “턱 밑의 미소에 한 기억”(the memory of the smile under her chin; 324)은 빌러
비드의 몸과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빌러비드』를 흑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앗아
갔던 역사와 이를 회복하려는 이야기로 읽을 때, 미소는 역사 속에서 박탈당했던 자신의 몸에 

한 주체성을 자기 것으로 다시 회복하는 의지의 표상이자 그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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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true pedestrians; 166)이자 이를 기억하는 인물로 넬을 내세우며, 술라의 죽

음과 터널의 붕괴 후 20년도 더 지난 1965년에 다시 나타난 그녀는 작품에서 

사라진 인물들을 회고하고 또 이들과 직접 면하면서 소실되어 가는 과거를 

작품에 다시 불러낸다. 특히 화자는 마을의 묘지를 찾아간 넬의 눈을 빌려 술

라를 비롯한 피스 가의 사람들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

들이 아니다. 이들은 언어들이었다. 아니, 언어도 아닌 소망이자 그리움이었

다”(They were not dead people. They were words. Not even words. Wishes, 

longings; 171). 거역할 수 없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러진 몸들은 단

순한 망자들이 아니라 “평화”(Peace)에 한 열망으로 다시 소생되며, 이러한 

열망은 작품의 마지막 장인 1965년과 프롤로그가 다루는 그 이후의 시간에도 

여전히 상징 질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흑인들에게 유의미한 열망

이기에 역설적으로 아직 유효한 염원이자 지향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넬의 마지막 울음 또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상실에서 오

는 절망과 좌절의 표출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크고 긴, 순

수한 울음이었다. 거기에는 바닥도 위도 없었고, 단지 슬픔의 원, 원만이 있었

다”(It was a fine cry — loud and long — but it had no bottom and it had no top, 

just circles and circles of sorrow;174) 이 “바닥도 위도 없는 슬픔의 원”은 그 성

구조와 성격의 측면에서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원의 바닥과 위를 구분할 수 

없듯이 작품의 구조적인 몸, 즉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선

행 관계가 뒤섞여 있다. 일견 작품은 1919년에서 1965년으로 나아가는 단선적

인 시간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1965년에서도 또 수 년의 시간이 

지난 뒤 바텀 마을의 땅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프롤로그의 존재는 작품 

속 세계의 완전한 붕괴를 서사의 맨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이 구조를 흐뜨

러트린다. 이러한 작품의 시간 구조 속에서 지나간 과거는, 1965년에 있는 넬

이 술라를 소환하듯이, 원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억을 통해 재

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억압을 뚫고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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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순수한 슬픔은 술라가 한 때 발견하 던 “깊은 슬픔”(122), 즉 “ 원은 

아니지만 시간이 사라지고 단어마저 그 의미를 잃은 심오한 고독”(not eternity 

but the death of time and a loneliness so profound the word itself had no meaning; 

123)의 상태이다. 넬은 술라가 이르 던 이 슬픔과 고독의 역에 도달함으로

써 마침내 술라를 이해하고 화해한다. 작품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술라와 넬의 이 화해는 술라의 죽음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처럼 보 던 몸

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소생시키며, 넬로 하여금 이를 계승하게 만든다. 넬

의 진정한 애도를 통해 술라의 몸은 둥그런 원처럼 끝과 시작이 이어져있는 

서사의 몸에 그 잔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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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흑인들의 몸과 역사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한 서사의 부재

는 알렉산더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만약 한 줄의 경구

로 이 나라에서 흑인들의 경험을 요약한다면, 이는 백인들이 쓴 국가 서사가 

우리의 몸이 아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한다는 말일 것이다”(If any one 

aphorism can characterize the experience of black people in this country, it might 

be that the white-authored national narrative deliberately contradicts the histories 

our bodies know;  Alexander 179 이탤릭 추가). 이러한 그의 진단은 흑인들과 

공동체의 몸이 겪는 역사적 경험으로 직조된 작품의 의의를 이해하는데 유용

하다. 모리슨은 미국의 역사적 질서 속에서 억압받고, 왜곡되거나 비가시화 

되어 왔던 흑인들의 몸을 주체적인 것으로 다시 쓰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

해 왔다. 『술라』는 그의 이러한 작품 세계 중에서 흑인들의 몸이 겪었던 경

험을 작품의 무수한 인물들, 그리고 바텀 마을 공동체의 육체적 재현을 통해 

짐 크로 시 를 거쳐 민권 운동에 이르는 미국의 현 사 흐름 속에서 재조명 

하는 작품이다. 모리슨은 『술라』에서 흑인의 몸을 포획하는 상징 질서에 무

력화 되는 것을 거부하는 여러 몸의 투쟁을 탐색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소실되지 않게 함으로써, 억압받고 비가시화 되던 흑인의 몸을 다시 쓴다. 

 본 논문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육체적 재현들의 역사적 의미에 

한 해석을 시도하 다. 논문이 주목하는 몸의 성격은 생물학적인 육체와 사

회문화적 의미의 몸이 서로 통합되어 있으며 그 향을 상호 주고받으며 고정

되지 않는 역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재현되는 몸의 수난과 고통이 흑인들의 몸이 통과했던 역사적 현실을 복기하

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이 현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들이 보 던 

능동적인 응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은 몸의 수난과 

해방, 역사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스필러스가 이론화 한 “미국적 문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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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빌리는데, 이 “문법” 흑인들에 한 물리적, 문화적 착취를 유지하기 위

해 그들을 오명하는 미국적 상징 질서의 총체를 가리킨다. 논문의 1장은 이바

의 몸을 통해 “미국적 문법”으로부터의 탈주를 시도하는 흑인 여성의 노력과 

좌절을 살핀다. 이어지는 2장은 흑인들의 몸을 가장 강력하고 가시적으로 파

괴하는 수단인 린칭과 전쟁이 공동체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

핀다. 마지막으로 3장은 이바와 공동체가 요구하는 흑인 여성의 삶을 거부하

는 술라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흑인들의 몸을 망가뜨렸던 수난의 역사 속에서 

그녀가 갖는 고유한 차별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술라』에 한 기존 연구는 여성 인물들이 갖는 독창성을 주목하는 

흑인 여성주의에 의거한해석이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가운데 흑인 공동체가 

겪었던 역사에 한 은유로 작품을 읽는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다. 이는 흑인 여성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역사 속 흑인들의 

삶을 탐색해온 모리슨의 작품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점이지만, 60년

에 절정을 이뤘던 사회적 조류, 즉 흑인 민족주의 운동, 민권운동, 그리고 여

성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작품 고유의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

히 작품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남녀, 흑백, 과거와 미래, 개인과 공동체 등으로 

표상되는 여러 이항 립과 이들의 변증법적 관계에 한 작품의 미묘하고 고

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연결되는데, 이는 작품에 한 비평적 시도들이 종종 

그 접근에 따라 편중된 결론에 그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여성 

인물에 집중하는 몇몇 해석들은 공동체나 남성 인물들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

데 소홀하거나 이들과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남

성 인물, 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비평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문제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면 이는 작품 내 다양

한 관계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관점으로 몸이라는 주제를 택했

다는 점일 것이다. 논문은 기본적으로 흑인의 몸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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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표되는 소수자의 몸을 부차적인 것으로 폄하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육체성을 중심으로 작품 속 인물들의 몸을 살피지만, 이 몸은 단지 인물들의 

물리적 신체를 가리키는 몸 뿐만 아니라 마을의 땅과 흙으로 표상되는 공동체

의 몸과 작품의 구조적인 몸과도 연결된다. 다만 작품의 서사적 구조와 형식

적 특징에 한 분석이 본 논문에서는 미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데, 이에 한 연구는 향후 작품의 다른 주제 혹은 다른 작품과 결합되어 보다 

깊이 탐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작품의 몸에 한 연구는 역사와 인종, 여성 

등으로 요약되는 주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흑인 고유의 구전 전통과 흑인 

문학에 걸맞는 언어와 목소리를 발굴하는 형식적인 작업에도 부단히 천착해

온 모리슨의 작품 세계 전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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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writing Black Bodies: 
Historical Meaning of Corporeal Experiences 

in Toni Morrison’s Sula  

Hel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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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begins with the interests in corporeal experiences in Toni 
Morrison’s Sula. Since the beginning of American history, African-Americans have 
always been under subjugation, reduced to a mere corporeal being deprived of 
humanity; Morrison, throughout her writing career, has produced narratives in 
which she sought to reclaim the agency of these black bodies. In Morrison’s 
corpus, Sula particularly recasts the historical sufferings of black people from the 
Jim Crow era to the tim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through the corporeal 
experiences of characters and the Bottom community. The indeterminacies of the 
bodily representations in the novel reveal the aspects of body that are not easily 
fixed or defined by “American Grammar” — a concept theorized by Hortense J. 
Spillers to indicate the symbolic order of America rooted in slavery — and 
ultimat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liberation.  
 Chapter 1 analyzes how Eva’s body resists the oppressions of the historical 
order that have entrapped black female’s body. Eva is a proud participant in the 
capitalistic transactions where black bodies, totally objectified, used to be only the 
objects of exchange, and recovers the agency of black female’s sexuality that has 
long been denied to black women. Also, her active body challenges the my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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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atriarch, a fictive stereotype created to distort and disdain black mother 
who in reality held up the charge of sustaining black family and community. 
However, despite her struggle, Eva’s failure ultimately concedes the solidity of the 
symbolic order.   
 Chapter 2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violence that black people and 
community faced during the Jim Crow era. The novel illustrates how this time-
specific violence, particularly expressed in the form of lynching, functioned as a 
brutal and effective strategy to defeat black people’s yearning for freedom and 
equality. Shadrack is a black veteran of World War I living on the boundary of the 
Bottom, and he changes the meaning of lynching with his institution of National 
Suicide Day into a performative act that aims to better preserve the freedom and 
safety of individuals and town. 
 Chapter 3 focuses on the title character, Sula, who has only her black 
female body as a way of self-expression. Sula defies the limits imposed upon black 
women’s sexuality and experiments with her own to the utmost extent. In this 
process, she discovers new materials with which she can imaginatively recreate a 
liberated body and becomes a triumphant body against the collective pain that has 
long disremembered black bodies.  
 Black bodies are the sites where not only is the history of suffering and 
domination of black people inscribed but the liberation of a black subject is 
embodied. In Sula, Morrison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a black body that no 
longer remains captive in the field of “American Grammar”, but disrupts and 
rewrites it. 

Keywords : Toni Morrison, Sula, Black Female, Body, Sexuality, History, Lynching 

Student Number : 2014-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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