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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보스턴 사람들』의 두 여성 주인공 올리브와 버리나가 보여주는 여성의 

공간실천을 탐구한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했던 19세기 여성운동을 중심 소재로 

삼는 『보스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움직임’, 주어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간의 규율과 협상하는 여성들의 공간 이동에 대한 작품이다. 이 

논문은 『보스턴 사람들』이 가정성 담론이 정의하는 단일한 형태의 ‘집’이라는 개념을 

허물고 새로운 집‘들’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정성 담론이 고착시키는 

것이 집과 여성, 이성애에 기반한 (백인) 가족의 필연적인 환유라면, 『보스턴 사람들』은 

그 환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가정이 아닌 집들과, 가정의 영역 안에서만 규정될 수 

없는 새로운 여성 주체들을 탐색한다. 

1장에서는 제임스의 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집과 공간의 의미를 살핀다. 먼저, 공간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의하고 개인-공간-사회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논하는 공간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제임스의 공간 인식에 대한 이해의 바탕으로 삼는다. 제임스는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가정성 담론과 여성 참정권 운동이 충돌하는 19세기 말 미국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고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는 집의 허상을 밝힌다. 가정성 담론이 이상화하는 

집은 여성의 마땅한 자리이고 가족적 삶의 터전이지만, ‘보스턴 결혼’이라 불리는 비규범적 

관계를 형성하는 올리브와 버리나에게 그들의 집은 각자의 공간적 자아를 정초하는 

물질적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실천의 기반이 된다. 

2장에서는 『보스턴 사람들』의 여성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으로 

구성된 공간의 구획 속에서 움직이고 경계 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젠더화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공간실천 과정에 

대한 탐색이다. 작품 속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의 억압과 길항하며 그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아의 경계를 재구축한다. 올리브의 집을 중심에 둔 올리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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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나의 공간실천은 서로 엇갈리고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둘 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속 지워져 있는 여성의 자리를 넓히는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3장에서는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이 함께 창출하는 공간을 레즈비언 공간으로 

읽고, 이성애규범적 서사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품 속 레즈비언 서사 공간에 대해 논한다. 

여성을 향한 욕망을 바탕으로 함께 살며 가정 아닌 집을 찾고자 하는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이성애규범성 바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거듭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위기를 맞는 두 여성의 레즈비언 공간은 결국 그 한계와 취약성을 드러내며 

사라진다. 하지만 레즈비언 서사 공간을 열어내는 『보스턴 사람들』의 서사는 레즈비언 

욕망과 관계를 설득력 있게 재현할 뿐 아니라, 올리브와 버리나의 레즈비언 공간 그 이후, 

여성의 존재에 의해 재편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펼쳐놓는다. 

 

주요어 : 『보스턴 사람들』, 헨리 제임스, 집, 가정성, 공간실천, 레즈비언 서사 공간 

학   번 :  2016-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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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집의 공간정치학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한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 1881)의 

1908년 뉴욕판 서문에서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을 집이라는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과정으로 소개한다. “소설이라는 집”(the house of fiction; AN 46)이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소설 창작은 곧 건축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핵심은 이 하나의 작은 초석, 즉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한 젊은 

여성이라는 착상이 『한 여인의 초상』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진 장비의 전부였다는 점이다. 『한 여인의 초상』은 정방형의 널찍한 

집이 되었다. 적어도 개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쨌거나 

나의 젊은 여주인공이 완벽히 고립된 채 거기에 서 있는 동안 그녀를 빙 둘러서 

집이 세워져야 했다.1 
 

The point is, however, that this single small corner-stone, the conception of a 

certain young woman affronting her destiny, had begun with being all my outfit 

for the large building of “The Portrait of a Lady.” It came to be a square and 

spacious house—or has at least seemed so to me in this going over it again; 

but, such as it is, it had to be put up round my young woman while she stood 

there in perfect isolation. (AN 48) 

 

제임스는 먼저 하나의 인물을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한 여인의 초상』이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자신의 창작이 주인공 이자벨(Isabel Archer)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둔 채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려 인물을 둘러싼 집을 짓는 과정과 같았다는 설명이다. 

제임스의 소설 미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듯한 “정방형의 널찍한 집”이라는 구체적 

상을 통해 제시된다. 

                                           
1 이 논문에 실린 『한 여인의 초상』 1908년 뉴욕판 서문의 번역은 유명숙, 유희석 역의 『한 여인의 초

상 1』(2013)에서 참조하여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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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Sara Blair)는 뉴욕판 전집의 모든 서문 중 『한 여인의 초상』 서문이 제임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숙련과 통제의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라고 주장한다. 

‘소설이라는 집’을 짓는 제임스의 기획이 “여주인공을 감금하기 위한 전당”(an edifice for 

incarcerating its heroin; Blair 68)을 짓는 일이라는 평이다. 서문에 나타나는 제임스의 

비유에 따르자면 소설이라는 집에는 무수한 창문들이 뚫려있다. 이 창문들은 서로 다른 

문학의 형식을 가리키며, 또한 창문을 통해 집과 연결되는 바깥의 풍경은 인간 삶의 현장, 

즉 소설 주제 선택의 장이다. 제임스는 이러한 형식과 주제 또한 “관찰자라는 붙박이 

존재”(the posted presence of the watcher), 즉 “예술가의 의식”(the consciousness of the 

artist)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AN 46). 건축물 속에서 창문을 통해 인간 삶의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술가 자신의 상은 ‘소설이라는 집’이라는 거대한 상징적 구조물 

혹은 건축 프로젝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즉, 제임스는 자신의 건축가-

관찰자-저자로서의 위치에 스스로 중대한 의의, 지배와 통제의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제임스의 비유는 그저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젠더화하는 텍스트정치”(a textual politics of engenderment; Blair 60)2에 연루된다. 

요컨대 제임스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소위 여성적 장소에 

위치시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문화 권력을 극대화한다. 19세기 미국의 

‘가정성’(domesticity) 담론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구분되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은 모든 

도덕성의 근원이며 가정을 지키는 ‘참된 여성성’(true womanhood)의 전형을 구현한 

여성이 그 가치를 체현한다. 이러한 가정성 담론을 전유하는 제임스는 “가정 

건축물”(domestic architecture; Blair 60)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저자로서의 권위와 경험에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는 문화 권력을 

생산해내기 위해 ‘여성적’ 가정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블레어의 입장에서 『한 

여인의 초상』 뉴욕판 서문에 드러난 제임스의 창작 행위는 작품 속에서 이자벨을 

                                           
2 블레어가 사용하는 “engenderment”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저자 제임스의 문화적 권력의 ‘생산’을 일컫

는다. 또한 이러한 ‘생산’이 여성이라는 젠더를 경유하고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

하는 논의의 흐름 속에서 주로 ‘젠더화’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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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통제하던 오스몬드(Gilbert Osmond)의 행위와 매우 유사한 ‘권력에의 의지’이다.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과 오스몬드의 ‘팔라쪼 로카네라’(Palazzo Roccanera)는 

여성(성)을 수감하고 착취하는 동일한 감옥, “어둠의 집, 무언의 집, 질식의 집”(the house 

of darkness, the house of dumbness, the house of suffocation; PL 425)이 된다. 

블레어의 해석은 제임스가 평생에 걸쳐 소설의 소재로 삼았던 ‘여성 문제’(the women 

question)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논쟁의 흐름 위에 있다. 우선, 2세대 페미니즘의 

물결과 함께 부상한 1970, 80년대의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들은 작품 속 여성 인물들에 

대한 제임스의 섬세하고 통찰력 있는 묘사와 서술에 주목하며 제임스의 작품에 

페미니즘의 정치적 의의를 부여하고자 했다. 문학과 문학비평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페털리(Judith Fetterly)는 제임스의 사실주의적 재현이 가부장제 속 무력한 여성들의 

위치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이러한 비극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의 작품 속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읽어낸다. 여성이 

겪는 사회적 현실을 재현하는 동시에 여성 인물들에게 깊이 이입하는 제임스의 작품이 

여성 독자들의 의식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명의 잠재태”(revolution latent; Fetterly 

xvii)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임스의 작품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적 

동력을 찾는 아우어바흐(Nina Auerbach)는 제임스의 『보스턴 사람들』(The 

Bostonians, 1886)을 루이자 메이 알콧(Louisa May Alcott)의 뒤를 이어 여성들의 

자매애와 연대의 힘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제임스를 “페미니스트 공동체에 현실의 

월계관과 역사의 왕관을 수여한”(bestowed the laurel of reality and the crown of history on 

the feminist communities; 117) 소설가로 상찬한다. 미국문학 비평의 남성중심적 전통을 

비판하며 여성 소설가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한 베임(Nina Baym) 또한 

제임스가 “남성중심적인 미국 비평이론의 편향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a continual 

challenge to the masculinist bias of American critical theory; 134)을 제기하는 드문 남성 

소설가라고 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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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부터 제임스라는 남성 소설가가 여성을 작품의 중심 소재이자 주제로 

다루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본격 개진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비거(Alfred 

Habegger)는 제임스가 19세기 미국 여성 소설가들의 가정소설과 감상 소설(sentimental 

novel) 전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문학적 빚에 대한 인정 없이 여성 

소설의 전통을 왜곡하고 전용했다고 주장한다. 해비거에 따르면, 제임스는 당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여성의 사회 참여, 참정권 운동과 직업 활동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condescending view of women; 

5)과 보수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작품 속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들에게 비극적 

결말을 부여했다. 로우(John Carlos Rowe) 또한 제임스가 당대의 여성 소설가들에게 받은 

영향을 지적하고, 제임스 자신이 “엉터리 여자 글쟁이들”(woman scribblers)과 같아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여성에 의해 쓰여지고 읽히며 여성적 

장르로 널리 통용되는 소설을 쓰는 남성 소설가인 자신에 대한 제임스 본인의 불안감이 

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당대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성의 삶을 핵심 주제로 

삼는 제임스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성 지위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의의가 아니라, (여성적) 소설을 여타 (남성적) 예술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자신의 저자로서의 정체성과 권위를 세우려는 노력이다. 요컨대 

제임스는 자신의 문학적 권력 획득을 위해 여성이라는 타자를 이용하며, 제임스의 소설 

미학은 “가부장적 문화에 의한 여성의 감금”(woman’s imprisonment in a patriarchal 

culture)을 그려내고 이를 합리화한다(Rowe, The Theoretical Dimensions of Henry James 

87). 

제임스의 작품 속에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과는 정반대로, 80년대 해비거, 로우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블레어와 같은 

비평가들은 제임스의 창작 행위와 작품이 여성성을 억압, 착취하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바라보며, 나아가 제임스가 그 감옥의 제작자이자 간수 역할을 수행하며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조(Donatella Izzo)는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제임스의 ‘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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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는 이들의 비평적 작업이 신역사주의의 ‘전복 가설’(subversion hypothesis)3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345-46). 한편 콜슨(Victoria Coulson)의 정리에 따르면, 제임스 

소설의 억압적인 구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페미니스트 비평은 셀처(Mark Seltzer)의 

선구적인 푸코주의 비평 이후 등장한 흐름이다. 셀처는 “(제임스의) 소설의 기술은 권력의 

기술이다”([T]he art of the novel is an art of power; Coulson 177, 재인용)라고 평하며 

제임스가 활용하는 재현의 기법과 그 내용이 소설이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의 

지배적이고 규율적인 체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을 기반으로 권력이 공간에 아로새겨지는 양상을 추적한 푸코의 공간과 건축물, 사회 

권력 구조의 이해는 저자 제임스에게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페미니즘 비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Coulson 177).4 

이와 같은 비평적 입장에서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은, 그러니까 제임스가 

만들어내는 ‘소설’과 ‘집’ 모두 일종의 감금의 공간이 된다. 집을 감옥으로, 소설을 권력의 

도구로 이해하는 일련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입장은 여성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페미니즘의 사유와, 근대 건축을 권력이 개인의 몸에 

규율을 가하는 물리적 체현으로 이해한 푸코의 사유가 만난 결과로 보인다. 제임스가 

                                           
3 ‘전복 가설’(subversion hypothesis)은 밀러(D. A. Miller)가 『소설과 감시』(The Novel and the Police, 
1988)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밀러는 소설에서 언제나 전복적 가능성을 읽어내는 해체주의 비평의 경

향성을 지적하고 이를 ‘전복 가설’이라는 비판적 표현을 통해 가리킨다. 이러한 “전복 가설”에 대한 반박으

로 밀러는 19세기 자유주의 주체(liberal subject)의 정체성을 정초하는 가정 공간, 즉 사적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감시와 규율에 주목하고,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이 그 감시와 규율의 핵심적인 도구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vii-xiii). “전복 가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신역사주의 비평은 작품의 저자를 당대

의 권력 구조에 필연적으로 개입하며 이와 연루되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을 띤다. 
 

4 스미스(Stephanie A. Smith)는 또 하나의 사례다. 스미스는 『한 여인의 초상』 속 오스몬드의 “여주인공

을 둘러싼 건축적 감금”(architectural imprisoning of a heroin; 587)과 제임스의 서문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지적하며, 오스몬드가 딸 팬지(Pansy Osmond)를 감금하듯, 제임스가 자신의 “소설이라는 ‘감
옥’”(“prison house” of fiction; 588)에 여주인공 이자벨을 가둔다고 주장한다. 이는 팬지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오스몬드의 억압이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질투에서 비롯하며, 이러한 오스몬드의 
행위가 이자벨과 같은 여성 인물들의 의식을 창조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위치에 자신을 세우는 제임스의 
소설 창작 행위와 유사하다는 비판이다. 즉, 스미스에 따르면 제임스라는 남성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소설

이라는 집’은 여성 인물들의 의식을 경유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문화적 권력을 생산해내는, 모성적 “수
태”(conception; 604)의 힘을 전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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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집(house)이라는 어휘를 “가정 건축물”이라고 번역하고 19세기 가정성 담론과 

연루된 제임스의 “젠더화하는 텍스트정치”를 지적한 블레어의 논의는 개인과 공간, 

권력과의 관계를 젠더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블레어가 

끌어오는 19세기의 가정성 담론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공간이 맺는 관계와 그 역동을 

움직이는 권력구조를 내포하며, 무엇보다도 집이라는 공간 속 여성의 자리에 대한 

담론이기 때문이다. 

 

서문들에서 나타나는 제임스의 자기 재현은 이러한 (가정성) 담론들을 끊임없이 

활용한다. 이는 소비주의와 중산층 세력의 밀물을 막기 위한 방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당대의 서사 

배후에 이미 강력한 서브텍스트로 도래해 있던 담론들이다. . . . 즉, 제임스는 

시장과 시장에 속하는 남성 권력의 공격적 에토스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형식과 

가치들이 놓여 있는 사적 공간에 자신의 저작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차이의 사회적 

자본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James’s self-representations throughout the prefaces consistently engage these 

discourses, which were designed to provide a bulwark against the rising tides of 

consumerism and middle-class power, and which were already at hand as a 

powerful subtext in the ongoing narrative of America’s emergent modern 

identity. . . . James, in other words, trades on the social capital of difference, 

locating the work of authorship in the space of a privacy in which forms and 

values untouched by the marketplace and its strident ethos of male power are 

protected and preserved. (Blair 61) 

 

블레어는 19세기 미국의 가정성 담론에 대한 더글라스(Ann Douglas) 5 의 논의를 

참조했음을 밝히고, 가정 공간이 결과적으로는 남성 예술가 제임스의 권력 생산에 

                                           
5 더글라스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장의 문화와 상류층 문화 사이의 연속성을 은폐하고 중산층 세력의 성장

과 맞서기 위한 상류층의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성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더글

라스의 주장은 19세기 미국의 가정성 담론에 대한 활발한 비평적 논의의 맥락 위에 있다. 19세기 미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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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구조의 일부가 된다고 지적한다. 즉, 제임스는 가정성 담론이 고안한 “손상되지 

않은 형식과 가치들이 놓여있는 사적 공간”, 여성들의 장소로 여겨지며 가치와 덕목의 

체현으로 이상화 되었던 집이라는 가정 공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일종의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 여성성의 가치와 덕목을 예찬하고 가정 공간을 ‘비정한 세상 속의 

피난처’(haven in a heartless world)로 추어올리는 가정성 담론이 실은 권력과 체제 유지의 

도구이듯, 여성의 공간과 여성의 경험을 그려내는 제임스의 창작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결국 공적 영역에서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렴한다. 

가정성 담론에 대한 블레어의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미국의 개인주의 전통과 가정성 

담론의 결탁을 짚어내어 이를 ‘가정적 개인주의’(domestic individualism)라고 명명한 

브라운(Gillian Brown)의 논의와도 유사하다. 브라운은 19세기 미국에서 가정이 개인의 

사생활과 내면성(interiority)의 기반, 즉 미국적 자아(selfhood)가 발아하고 형성되는 

장소로 여겨졌으며 이는 종잡을 수 없는 시장 경제 사회의 급성장과 불안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맥락 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여성적 속성이라 할 가정성이 

개인성과 자아를 정초하는 “자아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elf; Brown 5) 현상이다. 

하지만 브라운이 지적하는 “자아의 여성화”의 역설은 가정성 담론이 자아를 여성성에 

기반해서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성의 것이 아닌 남성의 개인성을 담보하며, 분리된 

영역(separate spheres)의 위계질서 속에서 가정은 궁극적으로 공적 영역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떻게 가정성 담론이 차이의 체계로서, 차이를 활용하여 문화적 

응집력을 유지하도록 작동하는지”(how domestic ideology, as a system of difference, works 

                                                                                                                    
정성 담론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웰터(Barbara Welter), 크래디터(Aileen S. Kraditor), 러너(Gerda 
Lerner) 등, 분리된 영역의 렌즈를 통해 미국 여성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여성사학자들의 논의에서 출발했

다. 그 중 웰터는 19세기 여성들에게 정결과 순종 등을 수반하는 ‘가정성’이라는 덕목이 요구되었으며, 이

러한 ‘참된 여성성 숭배’(cult of true womanhood)의 스테레오타입이 여성들에게 부과되고 여성들을 가정 
영역에 종속시켰음을 지적한다. 이후 가정성 담론과 분리된 영역의 이데올로기는 미국 문화 속 여성의 역

할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도구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가정성 담론이 여성을 종속시키는 이

데올로기였음을 주로 지적해낸 60년대 이론가들과는 달리 70년대 스미스-로젠버그(Carrol Smith-
Rosenberg), 콧(Nancy F. Cott) 등은 여성들에게 할당된 가정 영역이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해방적 가능성

을 제공하는 여성 공동체와 여성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이후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에 필

수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상세한 논의는 Kerber 1988, 민진영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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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intain cultural coherence through difference; 8) 분석하고자 한다는 브라운의 진술은 

제임스가 “차이의 사회적 자본”을 이용한다고 비판했던 블레어의 진술과 겹쳐진다. 이들의 

진술은 여성적 가치를 말하고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는 듯 보이는 가정성 담론이 도리어 

여성성이라는 자본을 착취하는 체계로 작용한다는 전제를 도출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판적 공간 인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콜슨이 던지는 질문을 빌자면, “모든 집이 사실은 감옥이라면, 만약 중대한 형식이 

억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철창이라면, 대안은 무엇일까? 아니, 어디에 있을까?”(But if every house turns out to be a 

prison; if significant form is just another name for repression; and if even the 

imagination must confess itself our cage, what—or, rather, where—is the alternative?; 184) 

간단히 묻자면, 도대체, 여성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 논문은 『한 여인의 초상』의 

후속작이자, 제임스가 다루었던 ‘여성 문제’를 둘러싼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논쟁의 

핵심에 놓여있는 작품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보스턴 사람들』의 두 여성 주인공 올리브(Olive Chancellor)와 버리나(Verena 

Tarrant)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가두고 억압하는 집, 공간, 세계 속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19세기 말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했던 

여성운동(women’s movement)을 중심 소재로 삼는 『보스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움직임’, 주어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간의 규율과 

협상하는 여성들의 공간 이동에 대한 작품이다. 이 논문은 『보스턴 사람들』이 가정성 

담론이 정의하는 단일한 형태의 ‘집’이라는 개념을 허물고 새로운 집‘들’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이 정리하는 바, 『보스턴 사람들』은 가정적 여성성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공적 여성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의 상황을 

재현하며 “자아의 경계를 재구축하는”(redrawing the boundaries of self; Brown 197)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가정성 담론이 고착시키는 것이 집과 여성, 이성애에 기반한 

(백인) 가족의 필연적인 환유라면, 『보스턴 사람들』은 그 환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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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아닌 집들과, 가정의 영역 안에서만 규정될 수 없는 새로운 여성 주체들을 

탐색한다. 

하지만 이는 여성이 반드시 집 밖으로 나아가야만 “새로운 여성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 논문은 여성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여성의 집, 

여성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간을 젠더화하고 공간 속 개인들의 운신의 영역을 

규정하는 가정성 담론이 결국에는 여성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논리라고 할 때, 

그 억압의 논리 속에서 결국 여성이라는 타자는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여성됨이 이 세계와 나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고 주체성을 부정할 때, 그 집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집이 곧 감옥인 세계는 이미 그 

세계 전체가 여성에게 감옥일 터, 몸을 누이고 쉬일 곳 없는 집 없는 고단함이 대안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 안에 머무르기 또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즉 순응 또는 

전복이라는 해석의 도식적 이분법을 반복하는 일은 여성에게 특정한 자리, 혹은 

자리없음만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약속을 제시하며 선택을 종용하고,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권력의 논리에 또다시 갇히는 일이 아닐까? 이 논문은 공간의 제약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집을 포함한) ‘그 어디든 갈 수 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을 공간실천6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궤적을 좇고자 한다. ‘공간’은 푸코식 사유에서 규정하듯 담론의 물리적 

체현이며 그 안에 놓여있는 몸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권력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몸들의 공간 경험은 언제나 공간이 체현하고 주입하는 담론과는 어떤 식으로든 

어긋나기에, 몸들은 움직이고 경계 넘고 위반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공간에 투영하고 

심지어 공간을 재구축한다. 

                                           
6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모든 이야기는 여행의 이야기, 즉 공간실천이다”(Every story is a travel 
story—a spatial practice; 115)라고 말하며 공간 속을 걷고 돌아다니는 일상적인 몸의 움직임과, 공간 이동

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언술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공간실천’이라는 용어를 통해 집약되는 
드 세르토의 사유는 총체적인 구조가 아닌 일상적 행위와 실천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일상적 행위와 
실천의 영역에 속하는 공간실천을 통해 장소(place)라는 질서 체계이자 구조가 비로소 공간(space)으로 전

환된다고 말한다(117). 이 논문은 장소와 공간을 대척점에 놓는 드 세르토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공간실천이라는 용어를 통해 장소라는 질서 체계/구조가 아닌 공간 속 개인들의 일상적 실천과 경험을 주

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드 세르토의 관점과 접근 방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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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스턴 사람들』에서 제임스가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 19세기 말 미국 보스턴의 역사 그 자체이다. 우선 작품 속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가 예시하듯, 19세기 말 미혼의 두 여성이 상속이나 직업 등의 소득을 

바탕으로 남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한 집에 같이 살며 동성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양식은 ‘보스턴 결혼’(Boston Marriage)이라고 널리 알려질 만큼 흔한 일이었다. 

페더만(Lillian Faderman)은 『보스턴 사람들』의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를 ‘보스턴 

결혼’이라고 풀이하며 보스턴에서 자주 나타나던 이 ‘결합’이 주로 페미니스트나 

신여성(New Women), 또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서로에게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던 관계라고 설명한다. 제임스의 동생 앨리스 

제임스(Alice James)와 캐서린 로링(Katharine Loring)의 관계, 그리고 소설가 사라 오른 

쥬잇(Sarah Orne Jewett)과 애니 필즈(Annie Fields)의 관계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 

지붕 아래 둘의 공동체를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는 여성들의 관계는 분명히 

집이라는 건축물의 경계 안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를 

‘가정’이라는 규범적 범주로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도이치(Sarah Deutsch)가 기술하듯, 당대 보스턴 여성들은 빠르게 성장하던 

보스턴이라는 도시의 지리적 변화에 반응했을 뿐 아니라, 그 공간 구조를 바꾸고 

의미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관계와 장소들을 만들어냈다. 보스턴은 결코 

여성에 의해 설계되거나 운영된 도시가 아니었지만 ‘거대한 여성 동호회’(a mammoth 

woman’s club)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여성 단체들의 활동 기반이었다. 일례로 ‘여성 

교육과 산업 협회’(The Women’s Educational and Industrial Union, WEIU)의 경우 

도시의 중심가에 건물을 구매해 간이식당을 개설하고 여성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여성 단체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에게 정치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공적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정치 권력 획득의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여성들의 공간실천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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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화된 공간의 이데올로기와 협상하고 경합하는, 도시의 “성적 지도”(sexual 

geography)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Deutsch 12, 15). 

『보스턴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 주체들의 공간실천을 의미화하려는 이 논문은 

제임스의 ‘여성 문제’를 둘러싼 페미니스트 비평의 논쟁에 적극 개입한다. 먼저, 제임스의 

작품이 당대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의 반영이며 저자 제임스가 자신의 문학적 권력의 

수단으로써 여성 인물과 여성적 가정 공간의 자본을 착취한다는 일련의 비평적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도한다. 7  만약 제임스의 작품이 여성 인물을 가두고 억압하는 

“소설이라는 ‘감옥’”이라면, 과연 페미니스트 여성은 ‘왜’ 제임스의 작품을 읽어야 할까? 

제임스의 작품을 감옥으로 읽는 우리의 해석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데이비드슨(Cathy N. Davidson)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분리된 영역의 

이데올로기와 메타포에서 벗어난 사유와 비평을 촉구하며,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이 제안한 “회복적 읽기/비평”(reparative reading/criticism)의 개념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는 이곳에서 미학적 표현이 단일하거나 모호함이 없는 경우란 결코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권력과 저항 사이의 복합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해 고민하는 

포스트-푸코주의적 사유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유는 비평가들로 하여금 

작가의 존재, 그리고 그가 표상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고도 

(때로는 꽤 신랄할지라도) 텍스트나 작가의 어떤 측면을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 
 

What I am trying to suggest here is that a post-Foucauldian notion of the 

complexity and interdependence of power and resistance, coupled with an 

                                           
7 앞서 이러한 비평적 입장의 예시로 들었던 해비거와 로우는 『보스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관된 해석

을 제시한다. 해비거는 제임스의 보수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적하고, 작품이 당대의 페미니즘 운동의 역

사를 왜곡하고 오용한 사실주의 소설로서의 실패작이라 평한다. 이는 서술자/저자 제임스의 과도한 개입

이 서사의 결함과 불완전성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로우는 베이즐(Basil Ransom)과 올리브 사이에

서 벌어지는 경쟁이 제임스 본인과 “엉터리 여자 작가들”, 즉 당대의 여성 소설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던 
문학적 영향력 다툼의 소설적 재현이라고 본다. 여성 인물들이 출판물과 강연장을 활용하는 등 공적 영역

으로 진출하며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곧 제임스 본인이 느끼던 일종의 위협을 표상한다. 두 비

평가들은 공통적으로 작품의 서술자(또한 제임스)가 베이즐의 입장에 이입하고 있다는 해석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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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that aesthetic expression is never monolithic and unambiguous, 

allows for the critique (even quite pointed at times) of one aspect of a text or 

writer without the trashing of everything that writer is and represents. 

(Davidson 457) 

 

데이비드슨은 페미니즘 비평에 오랫동안 중요한 분석의 도구를 제공했던 분리된 영역의 

메타포가 이제는 클리셰가 되어 그 영역이 규정하는 틀을 벗어난 사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한다. 단일한 지배와 저항의 모델을 상정한 채 때로 특정한 “작가의 존재, 그리고 

그가 표상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하는 페미니즘 비평의 특정한 경향은 

미학적 표현의 근본적 복합성과 모호성을 간과한다. 이러한 데이비드슨의 논평은 집과 

공간을 감옥으로, 소설을 권력 기구로 인식하는 해석 행위를 향한 이 논문의 문제 

제기와도 맞닿아있다. 권력의 논리가 때로 집과 공간을 감옥으로, 소설을 권력 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되, 그 논리 바깥의 커다란 (사유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데이비드슨이 그랬듯, 세즈윅이 

요청한 “편집증적 읽기”(paranoid reading)로부터 “회복적 읽기”로의 인식론적 전환, 즉 

“심지어 그 안에 속한 어떤 주체들과 공동체들을 말려 죽이려는 굳은 욕망을 지닌 문화의 

목적으로부터도 자양분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succeed in extracting sustenance from 

the object of a culture―even of a culture whose avowed desire has often been not to 

sustain [selves and communities]; Sedgwick 35 필자 강조) 읽기로부터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보스턴 사람들』의 여성 주체들의 공간실천에 주목함으로써 

페미니스트 비평의 지평 위에서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 집/공간/소설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결국 형식이라는 필연성을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닌 열린 가능성‘들’로 

바라보기 위한 작업이다. 제임스의 사유 또한 그 가능성‘들’을 향해있다. 

프리드먼(Jonathan Freedman)은 “제임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 속에 존재하던 자유로운 

가능성의 범위를 보여내고, 그 가능성들 사이에서 방향을 찾는 일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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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he foregrounds the sheer range of possibilities that circulated through his own 

time, and suggests the difficulty of navigating among them; 19)고 말한다. 블레어는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이 “여주인공을 감금하기 위한 전당”이라며 비판했지만, 『한 

여인의 초상』 서문에서 제임스가 보이는 숙련과 통제의 의지만을 읽어낸다면 제임스가 

‘소설이라는 집’의 비유를 통해 소설이라는 형식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문학적 형식으로서 소설이 갖는 높은 가치를 정확히 알게 

된다. 소설의 힘은 그 형식을 엄밀하게 보존하면서 사람에 따라 (또는 더 나아가, 

남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전체 주제와 개인이 맺는 

관계의 모든 차이, 삶의 전망과 성찰하고 상상하는 기질의 모든 다양함 및 

개별적 관계와의 차이를 전부 섭렵한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힘은 잠재된 

화려함으로 그 틀에 긴장을 불어넣거나 균열을 만들면서 그 성격을 한층 

진실하게 드러낸다. 한마디로 소설이라는 집에는 창문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 
 

Here we get exactly the high price of the novel as a literary form—its power not 

only, while preserving that form with closeness, to range through all the 

differences of the individual relation to its general subject-matter, all the 

varieties of outlook on life, of disposition to reflect and project, created by 

conditions that are never the same from man to man (or, so far as that goes, 

from man to woman), but positively to appear more true to its character in 

proportion as it strains, or tends to burst, with a latent extravagance, its mould. 

The house of fiction has in short not one window, but a million[.] (AN 45-46) 

 

제임스는 소설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 자신의 삶과 맺는 

관계의 “모든 차이들”이며 “모든 다양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개인의 삶이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그 삶을 포착하는 소설이라는 형식 또한 무수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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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 결국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 위에 놓인 인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많은 여성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며 무수한 삶의 (불)가능성과 맞닥뜨리는 

공간이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작품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제임스의 집과 공간을 새롭게 읽고 여성을 

억압하는 집과 공간, 세계 속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찾는다. 1장에서는 제임스의 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집과 공간의 의미를 살핀다. 먼저, 공간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의하고 

개인-공간-사회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논하는 공간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제임스의 공간 

인식에 대한 이해의 바탕으로 삼는다. 제임스는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가정성 담론과 

여성 참정권 운동이 충돌하는 19세기 말 미국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고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는 집의 허상을 밝힌다. 가정성 담론이 이상화하는 집은 여성의 마땅한 자리이고 

가족적 삶의 터전이지만, ‘보스턴 결혼’이라 불리는 비규범적 관계를 형성하는 올리브와 

버리나에게 그들의 집은 각자의 “공간적 자아”를 정초하는 물질적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실천의 기반이 된다. 

2장에서는 『보스턴 사람들』의 여성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으로 

구성된 공간의 구획 속에서 움직이고 경계 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젠더화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공간실천 과정에 

대한 탐색이다. 작품 속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의 억압과 길항하며 그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아의 경계를 재구축”한다. 올리브의 집을 중심에 둔 올리브와 

버리나의 공간실천은 서로 엇갈리고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둘 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속 지워져 있는 여성의 자리를 넓히는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3장에서는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이 함께 창출하는 공간을 레즈비언 공간으로 

읽고, 이성애규범적 서사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품 속 “레즈비언 서사 공간”에 대해 논한다. 

상대 여성을 향한 욕망을 바탕으로 함께 살며 가정 아닌 집을 찾고자 하는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무엇보다도 이성애규범성 바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거듭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위기를 맞는 두 여성의 레즈비언 공간은 결국 그 한계와 취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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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며 사라진다. 하지만 “레즈비언 서사 공간”을 열어내는『보스턴 사람들』의 서사는 

레즈비언 욕망과 관계를 설득력 있게 재현할 뿐 아니라, 올리브와 버리나의 레즈비언 

공간 그 이후, 여성의 존재에 의해 재편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펼쳐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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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성 담론의 안과 밖 

 

‘소설이라는 집’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소설 미학을 전달한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집’이라는 건축물은 제임스의 문학적 상상력의 핵심에 놓여있다. 제임스는 소설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집의 비유로 가리켜 이르며, 동시에 그 커다란 집 속의 작은 집,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머물고 살아 움직이는 서사 공간으로서의 수많은 집을 그려낸다. 

제임스의 소설, 즉 ‘소설이라는 집’이 다양한 배경과 상황 위에 놓인 인물들이 삶의 

(불)가능성과 맞닥뜨리는 공간이고 형식이라면, 그 소설 속 등장하는 작은 집들 또한 

마찬가지다. 제임스에게 집은 문학적 형식의 은유일 경우에도, 작품 속 인물들이 놓여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배경일 경우에도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말하자면 

제임스는 “축자적 공간과 비유적 공간 사이의 너무나 쉬운 이분법”(too easy bifurcation 

between literal and figurative space; Fuss 2)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문학적 형식(소설)과 물질적 형식(건축물)의 유사성에 대한 제임스의 인식은 곧 “글쓰기의 

물질성[과] 건축물의 형이상학”(the materiality of writing [or] the metaphysics of building; 

Fuss 2) 사이의 접점에 대한 이해로 읽힌다. 따라서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을 이해하기 

위해, 또한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이 여성을 가두는 감옥이 아닌 열린 공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먼저 제임스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려내는 구체적인 집의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임스의 집과 공간에 대한 사유는 곧 소설이라는 문학적 형식에 대한 

사유인 까닭이다. 

제임스가 그려내는 집이라는 건축물을 중심에 놓고 작품을 분석하려는 비평가들의 

시도는 이미 활발하다. 프랭크(Ellen Eve Frank)는 제임스의 작품에 그려지는 각종 집들이 

그 집이 속한 더욱 커다란 건축물,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집’을 읽어내기 위한 핵심적 

상징이자 장치라고 말한다. 인물이 놓여있는 공간, 즉 특정한 장소 혹은 건축물 등은 그저 

서사를 진행하기 위한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서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작품 

전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제임스는 흡사 집을 짓듯 소설을 창작하고, 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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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는 곧 작품 전체의 형식과 서술 기법, 주제와 의미 등을 전달한다. 즉, “문학 작품은 

곧 집과 같고, 집은 곧 작품의 형식과 같다”(Literary fictions are as houses are and houses 

are like the forms of fiction; Frank 189). 

한편 앤더슨(Charles R. Anderson)은 제임스의 집이 작품 전체의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작품 속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밝힌다. 제임스는 “인물, 장소, 

사물의 상징적 관계”(the symbolic relationship of person-place-and-thing; Anderson 7)를 

자신의 기본적인 소설 기법으로 사용한다. 상세한 묘사를 통해 장소와 사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 속 인물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혹은 오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8 대상과 인물의 상징적 관계는 인물 사이의 소통 가능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쓰인다. 앤더슨에 따르면 이는 ‘고립자’(isolato)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라는 당대 소설가들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임스의 대안이다. 

프랭크와 앤더슨의 해석을 종합하자면, 제임스의 집을 읽는 일은 작품 전체, 

‘소설이라는 집’이라는 문학적 건축물의 형식과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인 동시에, 그 

건축물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거주자, 즉 작품 속 인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집이라는 건축물/장소/공간 9 에 대한 제임스의 사유를 상징적 

의미의 차원으로 축소시킨다는 한계를 갖는다. 제임스의 다양한 저작에서 드러나는 바, 

                                           
8 앤더슨은 장소와 사물을 ‘대상’(object)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이를 통해 “집과 토지, 전원의 풍경이라

거나, 대로 앞에 펼쳐지는 전망과 좋아하는 카페의 실내, 극장의 칸막이 좌석이나 길거리의 광경, 또는 찻

잔, 그림, 조각상과 또 다른 종류의 예술 작품 등 모든 종류의 장소와 사물”(places and things of all sorts: 
a house, estate, or rural landscape; the vista presented by a boulevard, the interior of a favorite café, a box 
at the theater, or a street scene; a teacup, painting, statue, or other work of art; 4)등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다. 
 

9 집(house/home)이라는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제임스 본인,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

용하기에, 그 정의를 명료하게 하고 용어를 하나로 정리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집은 건축 자재를 
쌓아 올려 만들어 낸 건축물(architecture)이면서 동시에 그 속의 사람들이 걷고 움직이고 앉고 쉬는 3차

원의 공간(space)이며, 제임스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지면 위에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

(place)가 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용어들을 경우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되, 그 중 가장 폭넓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주로 활용한다. 공간이라는 용어는 이 논문이 중심 소재 삼는 집이라는 
개별 건축물 뿐 아니라 제임스의 인물들이 돌아다니고 관계 맺는 집 바깥의 세계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소설이라는 문학적 형식이 만들어 내는 추상적인 영역까지도 지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논의에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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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의 공간 인식은 근본적으로 그 공간이 놓여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고, 공간 및 

사회와 상호구성적(constitutive) 관계를 맺는 개인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제임스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에 주목하는 최근 연구들은 공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에서 더 

나아가, “제임스의 건축적 상상력이 구축하고 탐색하는 공간적 자아”(the spatial self 

constructed and explored by James’s architectural imagination; Coulson 187)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그리핀(Susan M. Griffin)은 제임스의 서사 전략이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a temporal, spatial environment)에 놓인 인물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제임스의 인물들은 위치 지어진 피조물(creatures)인 

동시에 그들의 세계와 자아를 구성해내는 창조자(creators)이며, 제임스의 글쓰기는 

이러한 상호구성적 구조와 역동을 반영한다(Griffin 4). 

『미국 기행』(The American Scene, 1907)은 제임스의 “공간적 자아”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클리머스미스(Betty Klimasmith)는 『미국 기행』에서 

제임스가 뉴욕의 워싱턴 플레이스(Washington Place)에 위치한 유년기의 고향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예로 들며 “장소는 제임스의 자아 감각을 형성한다”(Place shapes Henry 

James’s sense of self; 1)고 설명한다. 특히 유년기의 집, 건축물의 형태로 제시되는 물질적 

공간은 제임스의 자아 감각을 정초하는 핵심에 놓여있다. 제임스는 『미국 기행』에서 

자신이 태어난 집이 삭막한 고층 건물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고, “워싱턴 플레이스의 

그 과거의 광경은 내 역사의 절반이 절단되어 떨어져 나간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the 

view of the past, that the effect for me, in Washington Place, was of having been 

amputated half my history; AS 91)고 서술한다. 제임스에게 자신이 태어난 집은 곧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매개이며, 그 물질적 공간은 제임스의 자아 감각을 형성하고 

체현한다(Klimasmith 1). 또한 사라진 유년기의 집에 대한 제임스의 감상은 더 나아가 

“단지 경제적 편의”(mere economic convenience; AS 92)를 위해 기존의 집들을 부수고 

고층 건물을 지어 올리는 뉴욕 사회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진다. “조용한 빈 공간”(quiet 

interspaces; AS 95)을 제공하지 않는 고층 건물의 형태가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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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어조, 귀중한 숨 쉴 공간”(quiet tones, blest breathing-spaces; AS 95)이 

사라지게끔 했다는 진단이다. 즉, 제임스에게 물질적 공간은 개인의 자아 감각을 정초할 

뿐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어 낸 사회와 긴밀한 상호구성적 관계를 맺는다. 

흥미롭게도, 제임스에게서 발견되는 “공간적 자아”에 대한 인식은 

주체성(subjectivity)을 정신적 구조물(psychic structure)로 해석하는 정신분석학 기반의 

공간 이론들과 상당히 닮아있다.10 매시(Doreen Massey)의 공간 이론이 그 대표적 사례다. 

매시는 공간과 장소11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의하고 특히 공간 및 장소가 젠더의 구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공간은 더 

이상 고정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무엇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역동적인 

동시성”(an inherently dynamic simultaneity; Massey 3)이다.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공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매시의 공간 이론은 “관계성을 통해 사고하는”(thinking in 

terms of relations; 7) 페미니스트 이론, 그 중에서도 다중적이며 유동적인 주체성과 

정체성의 구축을 주장한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12의 사유로부터 영감을 얻어온다. 

매시가 공간이 체현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로츠(Elizabeth Grosz)의 

공간 이론은 공간 속 주체에 보다 주목한다. 그로츠는 드 로레티스와 마찬가지로 여성 

주체와 주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 이론 진영의 질문과 문제의식을 진전시키며, 

특히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 몸의 물질성으로부터 주체성을 이끌어낸다. 그로츠가 

생각하는 몸과 주체성의 관계는 “몸 그 자체를 주체성의 특정한 양태의 중심지이자 

각인의 장소로 여겨야 한다”(the body itself may be regarded as the locus and site of 

inscription for specific modes of subjectivity; Bodies-Cities 241)는 진술로 함축된다. 이후 

                                           
10 이러한 연관성에 착안한 2000년대 이후의 제임스 연구들은 정신분석학 기반의 공간 이론들을 적극적

으로 차용하기 시작한다. Klimasmith 2005, Brigham 2006, Kornbluh 2015, Sampson 2016 참조. 
 

11  매시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공간이 일종의 동시성이자 차원

(dimension)이라면 장소는 공간이 내재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발화(articulation), 즉 사회적 관계가 
중첩되고 드러나는 특정한 순간이며 “사회적 경합의 터”(the site of social contest; Massey 5)이다. 
 

12 드 로레티스는 남녀의 이분법에 기반해 정의되는 여성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필요성을 요청하

며, 여성 주체를 성, 인종, 계급, 문화, 등 다양한 “차이들”이 각축하며 체현되는 “터”(site)라고 규정한 바 
있다(윤조원 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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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츠는 주체성을 정초하는 몸에 대한 사유를 공간과 공간적 ‘기술’(arts)이라 할 수 있는 

건축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는 “공간성에 대한 주체의 체현된 관계”(the subject’s 

embodied relations to spatiality; Lived Spatiality 39)를 이해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주체성의 물질적 조건이 몸이라면, “주체는 오직 자신의 몸을 공간 속의 어떠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만 자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그 위치로부터 여타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 있”(The subject can take up a position only by being able to situate its body 

in a position in space, a position from which it relates to other objects; Lived Spatiality 

37)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그로츠의 몸에 대한 논의가 점차 공간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사유의 전개 과정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페이트먼(Carol Pateman)이 주장하듯, 거의 두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에 공간을 젠더화하고 여성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이분법이 놓여있기 때문이다(Rose 18, 재인용). 

다시 말해, 페미니즘은 언제나 “일종의 공간정치학”(a kind of spatial politics; Rose 18 

필자 강조)이었다. 조앤 스콧(Joan Wallach Scott)은 페미니즘이 성차를 빌미로 여성을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해온 역사에 대한 정치적 항변이라고 설명한다. 18세기 프랑스 

시민권의 성립 과정에서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는 보편적 

개인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내면서도 개인 권리의 보편성에 제한을 둔 까닭을 해명하고자 

남성과 여성의 ‘성차’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그 결과 여성을 개인의 범주로부터 추방했다. 

남성다움이 개인성과 동일시되고 여성다움은 그 대립항으로 존재, 여성은 남성 개인의 

개인성을 확증하는 타자가 된다. 여성들의 시민권은 오로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었다. 이에 여성은 결혼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자임을 승인 받지만 

동시에 정책에서는 배제되는, 주체이자 객체라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며 정치적 참여가 

불가능한 사적 영역에 유폐되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여성을 개인과 주체의 범주에서 

배제해 온 서구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여성을 감금하고 유폐하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가정 공간으로 정의되는 집으로부터의 탈출의 움직임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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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츠의 공간 이론이 시도하듯, 공간이라는 필연성을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안과 바깥, 

주체와 구조, 나와 타인의 상호구성적 관계망 속에서 주체성을 발견하고, 나와 공간, 

공간과 나의 맺음을 다시 상상해보는 행위는 근원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을 통해 개인을(또는 개인을 통해 공간을) 상상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과 

사회, 여성과 집의 관계를 집요하게 탐색하는 제임스의 작품이 페미니즘의 관점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초에 ‘소설이라는 집’의 비유를 

탄생시킨 『한 여인의 초상』은 여성 주인공 이자벨을 위해 구축된 문학적 건축물이며, 

무엇보다도 이자벨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었다. 집이 곧 여성의 자리라는 가정성 

담론의 낡은 구호에 맞서 기존의 공간 구획에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의 참정권 운동, 

요컨대 “일종의 공간정치학”을 주제 삼는 『보스턴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관점을 통해 

읽힐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 주장한 바, 『보스턴 사람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분법에 기반한 가정성 담론이 정의해내는 단일한 형태의 ‘집’이라는 

개념을 허물고 새로운 집‘들’의 의미를 모색한다. 제임스의 집은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는 

집의 허상을 밝히고, 그 등장인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가정이 아닌 복수의 집들을 

재현한다. 이때 제임스가 재현하는 복수의 집들은 개인-사회-공간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그려내는 주요한 장치이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공간적 자아”를 정초하고 

구성해내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보스턴 사람들』의 핵심 소재는 1870년대 보스턴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다. “여성 

해방”(the emancipation of women; BO 120)이라는 목표 아래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을 조명하는 것이다. 즉, 제임스는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가정적 

여성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적 여성성”(a new public femininity [which] displaces 

domestic femininity; Brown 197)의 등장과 그 사회적 여파에 주목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주로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 주인공을 통해 재현되는데, 올리브와 

버리나가 참여하는 여성 참정권 운동은 가정 공간을 가치와 덕목의 체현으로 이상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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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리로 할당해왔던 19세기 미국의 가정성 담론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고 위협이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란 정치적 권리에의 접근이 차단된 사적 영역, 즉 가정 공간에 발 

묶여왔던 여성들의 자리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성별 위계에 바탕한 

기존의 공간 구획에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가정성 담론은 큰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다. 

올리브의 집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독신의 여성 

운동가 올리브는 보스턴의 부촌 비컨 가(Beacon Street) 근처에 위치한 찰스 가(Charles 

Street)의 연립 주택에 홀로 거주한다. 올리브의 집은 부모의 소유도, 남편의 소유도 아닌 

독신 여성 소유의 1인 가구다.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 아니기에 가정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는 규범적 

가정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집이 등장하는 셈이다. 이후 버리나가 올리브의 집으로 

옮겨오면서 올리브의 집은 두 명의 여성이 함께 거주하는 ‘보스턴 결혼’의 둥지가 된다. 

두 여성은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에 여전히 올리브의 집은 가정 공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비규범적 공간이고,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는 두 여성의 삶의 기반이자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수행한다. 

남부 미시시피 출신의 베이즐에게 올리브의 집은 그야말로 ‘문화충격’이다. 우선 

자신의 고향 남부와 북부의 문화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렇다. 

『보스턴 사람들』은 베이즐이 자신을 초대한 먼 친척 올리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첫 장면은 베이즐이 느끼는 이방인으로서의 낯선 감정과 그 생경함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다. 

 

베이즐은 새롭게 발견한 사촌의 이 기묘한 복도 모양 응접실처럼 잘 꾸며진 곳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잘 정돈된 사생활과, 습관과 취향을 말해주는 

수많은 사물들의 존재 속에 놓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 . . 그 

장소는 대체로 보스턴다웠다. 정확히 말하면, 베이즐이 보스턴에 대해 추측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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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매우 닮아있었다. 그는 늘 보스턴이 문화의 도시라고 들어왔고, 챈슬러 

양의 식탁과 소파, 사방에 놓여있는 책들은 문화 그 자체였다[.] 
 

he had never seen an interior that was so much an interior as this queer 

corridor-shaped drawing-room of his new-found kinswoman; he had never felt 

himself in the presence of so much organised privacy or of so many objects that 

spoke of habits and tastes. . . .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place struck him as 

Bostonian; this was, in fact, very much what he had supposed Boston to be. He 

had always heard Boston was a city of culture, and now there was culture in Miss 

Chancellor’s tables and sofas, in the books that were everywhere[.] (14) 

 

베이즐은 남북전쟁(Civil War)에서의 패배와 노예제 폐지라는 미국의 역사적 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몰락한 플랜테이션의 궁핍을 뒤로한 채 성공을 꿈꾸며 북부 뉴잉글랜드로 

‘상경’한 인물이다. 이런 베이즐에게 올리브의 집은 자신의 고향 남부와는 전혀 다른 북부 

뉴잉글랜드의 문화, 그 중에서도 “문화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보스턴의 특징을 집약한다. 

올리브의 “기묘한 복도 모양 응접실”은 당대 보스턴 상류층이 거주하던 특징적 주택 

양식을 반영하고, 그 응접실을 꾸미는 실내 장식, 가구, 물건 등 수많은 사물들 또한 소위 

‘보스턴다움’의 물질적 상관물로 여겨진다. 베이즐의 시선에서 올리브의 집은 마치 

보스턴이라는 낯선 도시와 그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다. 

또한 올리브의 집은 그 자체로 거주자 올리브라는 인물을 재현한다. 집이라는 

건축물과 그 실내는 보스턴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응축할 뿐 아니라 그 곳에 사는 

거주자를 반영한다. 올리브의 집이 상류층들의 거주 구역, 특히 창문 너머로 강변의 

풍경이 보이는 측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올리브의 경제적 지위를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보스턴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올리브의 응접실은 무엇보다도 집주인 올리브의 

“습관과 취향”의 체현이다. 물질적 공간이 곧 인물의 특성을 말해주는 셈이다. 올리브를 

처음 만난 베이즐은 가장 먼저 집과 실내의 사물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집에 대한 

관찰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 거주자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올리브가 “비범한 

노처녀”(signal old maid; 16)이며, “그게 그녀의 특징이자 운명이었다. 무엇도 그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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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할 수는 없었다”(That was her quality, her destiny; nothing could be more distinctly 

written; 16)는 결론이다. 요컨대, (적어도 베이즐의 입장에서) 집이라는 물질적 공간은 

거주자인 올리브라는 개인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대변한다. 

즉, 올리브의 집은 동시에 보스턴 사회, 그리고 올리브라는 인물의 물질적 체현이 

된다. 이러한 올리브의 집은 이후 “베이즐은 결코 그녀(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He was perfectly resolved that he would never go near her again; 164 원문 

강조)는 서술이 보여주듯, 베이즐에게는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싫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베이즐은 “무엇보다도 먼저 개혁가들을 개혁해야 한다”(the first principle of it 

was to reform the reformers; 17)는 류의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인 까닭이다. “문화의 

도시”일뿐 아니라 “개혁의 도시”(the city of reform; 7)인 보스턴과 “노처녀”이자 열렬한 

여성 운동가인 올리브 모두를 체현하는 올리브의 집은 필연적으로 베이즐과 불화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올리브의 집은 앞서 살펴보았듯 규범적 가정 공간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기에, 여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가족의 삶과 가정적 애정의 영역”(the realm of 

family life and the domestic affections; 263)이라는 기존의 가정성 담론을 대변하는 

베이즐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리브의 집은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는 이상적인 

집과 거리가 먼 비규범적 공간이다. 클리머스미스는 올리브의 집이 당대 캐서린 

비처(Catherine Beecher)가 주창한 가정성 담론 13 의 한 형태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비처의 가정성 담론은 국가의 도덕성을 재생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의 미국 

가정과 집의 역할을 강조한다.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여성, 즉 어머니의 역할이 

도덕적으로 건강한 미국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핵심이 되고, 또한 건강한 가정의 

                                           
13 『미국 여성의 집』(The American Woman’s Home, 1869)에 담겨있는 비처의 가정성 담론은 가정 공

간에 기반한 여성의 도덕적 우위와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사회 내에서 여성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가정적 페미니즘’(domestic feminism)의 일례라 할 수 있다. 『보스턴 사람들』에서 이 경우에 해당

하는 인물은 올리브보다 오히려 패린더 부인(Mrs Farrinder)이다. 패린더 부인은 여성운동이 “반드시 가정

의 벽난롯가에 적대적인 건 아니”(not necessarily hostile to the fireside; 26)라고 보여주는, 즉 “가정적 덕

목과 응접실의 우아함을 구현하는”(to embody the domestic virtues and the graces of the drawing-room; 
25-26) 인물이라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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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기반인 집이라는 건축물이 올바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Klimasmith 2-3). 

클리머스미스의 주장은 “가정 문화”(home-culture; 71)를 구현한 올리브의 집이 이러한 

비처식 가정성 담론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올리브는 “가정 문화”에 기반한 

가정 공간에서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적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Klimasmith 71, 74). 미국 상류층의 귀족적 문화, 그 “습관과 취향”을 고스란히 

체현한 올리브의 집이 이상적인 집과 가정의 이미지를 형성해왔던 “가정 문화”의 

결과물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비혼 여성의 1인 가구 혹은 ‘보스턴 결혼’의 둥지인 

올리브의 집은 규범적 가족의 삶에 기반한 가정적 덕목 및 어머니의 역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비처식 가정 공간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띠는 공간이다.14 

반면 베이즐은 여전히 여성의 자리가 “가족의 삶과 가정적 애정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가정성 담론을 대변한다. 『보스턴 사람들』이 가정 아닌 집, 가정성 

담론의 공간 구획을 벗어나는 여성을 그려내는 가운데, 베이즐은 그 사회적 변화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완고한 입장을 고수한다. “그 무엇보다 지독한 여성화”(the most 

                                           
14  올리브의 언니 루나의 집 또한 “가정 문화”의 구현이면서 동시에 베이즐에게 거부감을 주는 유사한 
경우다. 다음의 묘사가 보여주듯, 루나의 집은 베이즐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 공간을 가장 근접하게 
구현하는 장소다. 

 
램프의 불빛은 부드럽게 비추고, 난롯불이 기분 좋게 타닥거렸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여성의 
취향과 손길을 담고 있었다. 그 장소는 완벽한 실내 장식과 푹신한 쿠션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아주 
쾌적하게도 사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잘 꾸며진 집의 모습 그 자체였다. 
 

The lamp-light was soft, the fire crackled pleasantly, everything that surrounded him betrayed a 
woman’s taste and touch; the place was decorated and cushioned in perfection, delightfully private 

and personal, the picture of a well-appointed home. (153) 
 

“여성의 취향과 손길”이 담겼으며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루나의 집에서 베이즐은 “이미 결혼한 것 
같은”(almost married; 154) 기분을 느끼고 루나와의 결혼이 가져다 줄 안락한 생활을 떠올려본다. 하지만 
루나의 집이 베이즐이 그리는 이상적인 집의 모양과 매우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루나의 집은 올리브의 
집과 마찬가지로 가정성 담론이 상정하는 규범적 가정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남편과 사별하고 유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남편이 부재하는 ‘싱글맘’의 집인 까닭이다. 
베이즐에게 루나의 존재는 “문을 잠가놓자 창문을 타고 넘어 집으로 들어오는”(to clamber in at the 
window of one’s house when one had locked the door; 152) 침입자와 같이 여겨진다고 서술되고, 루나의 
집에서 빠져 나온 베이즐은 탈것에 자신의 몸이 치일 뻔 한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낀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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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nable feminisation; 260)라는 베이즐의 개탄은 여성들이 집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한 당대의 상황에 대한 그의 입장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올리브와 

버리나, 그리고 베이즐의 입장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버리나와 베이즐의 대화로 이루어진 

다음 인용문은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가정성 담론이 충돌하는 갈등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는 건 당신에겐 꽤 편리한 일이겠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고, 꼭 쓰임새가 필요해요. 

당신들은 반드시 어디엔가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구요. 우리에게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건 바로 그 훌륭하신 사회 제도랍니다.” 
 

“공적 영역엔 자리가 없겠죠. 내 계획은 당신을 집 안에 안전히 두고 

그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더 좋은 시간이라니 그것 참 다행이네요. 그럴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아, 

미국의 여성성에 재앙 있으리니! 당신이 만약, 마음 내키는 대로, 집에 더 오래 

머물기 운동이라도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 . . 그리고 집 없는 여성들(당신도 

알다시피, 수백만의 집 없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에요? 점점 더 적은 수의 여성들이 결혼한다는, 아니, 시집 

보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걸요. 당연하게도, 결혼은 더 이상 그들의 

직업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남편과 자식들이나 챙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에요. 

그들에겐 챙겨야 할 남편과 자식들이 없으니까요.” 
 

‘it’s all very comfortable for you to say that you wish to leave us alone. But 

you can’t leave us alone. We are here, and we have got to be disposed of. You 

have got to put us somewhere. It’s a remarkable social system that has no place 

for us!’ 
 

‘No place in public. My plan is to keep you at home and have a better time 

with you there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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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glad it’s to be better; there’s room for it. Woe to American womanhood 

when you start a movement for being more – what you like to be – at 

home! . . . And those who have got no home (there are millions, you know),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You must remember that women marry – are 

given in marriage – less and less; that isn’t their career, as a matter of course, 

any more. You can’t tell them to go and mind their husband and children, when 

they have no husband and children to mind.’ (260-61 원문 강조) 

 

위 대화는 여성의 “자리”에 대한 버리나와 베이즐의 언쟁이다. 남성중심적 사회 제도의 

부조리가 여성에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버리나의 비판에 베이즐은 여성의 자리가 

“공적 영역”이 아닌 “집 안”이라는 오래된 답변을 내어 놓는다. 베이즐의 사고는 가정성 

담론에 입각한 세상의 올바른 질서, 즉 여성과 남성,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집과 그 

바깥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즐은 버리나를 거듭 설득한다. 

공적 영역에서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 자신의 일상이며 직업인 대중 연설가 버리나에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보다 더욱 “안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더 나은 곳이라고 회유하는 것이다. 

반면 버리나는 베이즐이 전제하는 가정성 담론의 당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버리나는 여성이 머물러야 할 마땅한 자리가 집이라는 베이즐의 주장을 가볍게 비웃고, 

“집 없는 여성들”, 즉 결혼하지 않는 비규범적 여성들의 존재를 짚어내며 여성과 집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가정성 담론은 여성이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 제도를 통해 

여성이 가정 공간에 귀속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절차로 간주한다. 하지만 결혼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비혼 여성의 존재는 여성과 가정 공간을 결부시키는 가정성 담론의 논리적 

결함을 밝혀낸다. 가정성 담론을 통해 여성의 자리, 여성적 공간으로 이상화되는 집은 

기실 결혼을 통해서만 속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세대주의 소유물이다. 애초에 결혼을 

택하지 않은 여성에게 머무를 수 있는 자신의 집은 없다. 버리나의 지적이 드러내듯, 

여성의 마땅한 자리가 집이라는 베이즐의 주장은 “집에 더 오래 머물기 운동”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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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다. 이는 여성의 삶이 겪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남부 출신 

남성의 시대 착오적 주문이다. 

하지만 베이즐이 자신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완고하게 반복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베이즐은 고향 남부를 뒤로한 채 뉴잉글랜드에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노력에는 아직 별 성과가 없다. “마지막 누더기 돛을 가지고 출항한, 망망대해 

위의, 갑판 없는 작은 배 위의 한 남자”(a man in an open boat, at sea, who should just 

have parted with his last rag of canvas; 148)라는 이미지는 베이즐의 불안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압축적으로 그려낸다. 남북전쟁 이후 북부를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시대의 질서 

아래에서 베이즐이 명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신에게 역사적 패배를 안겨준 

북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위에서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여성들의 존재다. 베이즐은 

여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베이즐은 남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는 여성 운동가들의 요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고향 

남부를 “그의 어머니 또는 애인의 편지”(his mother’s or his mistress’s letters; 40)라는 

사적이며 여성적인 비유를 통해 그리는 인물이다. 즉 베이즐이 북부와 남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는 핵심에 가정성 담론의 이분법이 있다. 이에 

베이즐은 현 사회의 모든 혼란의 원인으로 가정이라는 “사적인 삶”(private life; 261)의 

경계를 위반하고 공적 영역 위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지목한다. 버즈아이 

씨(Miss Birdseye)의 집에서 베이즐은 버리나의 첫 연설을 듣고, 버리나가 “대중 앞으로 

진출”(come out in public; 75)할 경우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소리 높여 비명이 

되고”(raised to a scream; 75), “강요당하고 갈라지고 망가지게”(forced and cracked and 

ruined; 75) 될까 걱정한다. 공적 영역으로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베이즐에게 

“고래고래 악쓰는 소리”(rantings and ravings; 262)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 

개혁가들은 공적 영역에 여성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베이즐은 “우리의 

일상에 여성의 존재가 부족”(there is not enough women in our general life; 

260)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과하게 많다”(there is a great deal too much; 26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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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세대가 여성화 되었습니다. 남성적 어조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바야흐로 여성화 된 시대, 신경질적이며 히스테리에 사로잡혔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위선적인 시대입니다.”(The whole generation is womanised; the 

masculine tone is passing out of the world; it’s a feminine, a nervous, hysterical, 

chattering, canting age; 260)라는 비관적 시대 진단으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베이즐은 자신(남성)의 위기를 시대의 위기로 번역한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버리나의 “말문을 막아버리고”(strike her dumb; 249) 가정 공간으로 데리고 가고자 

분투하는 베이즐 개인의 노력은 이와 같은 “여성화된 시대”, 시대의 타락상에 대한 베이즐 

나름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즐이 처방으로 제시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 공간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단 한 차례도 실제로 

재현되지 않는다. 작품은 베이즐이라는 인물을 통해 19세기 미국의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던 이상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한편, 그 전형과 어긋나는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이상적인 가정이란 그야말로 “관용구에 불과하다”(it’s only a phrase; 264)는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앞서 살펴보았던 올리브와 루나의 집은 그 대표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와는 달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루나와도 달리 여전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이십 여 년의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태런트 부인(Mrs Tarrant)의 

가정 공간 또한 이상적인 집과 거리가 멀긴 마찬가지다. 캠브리지에 위치한 태런트 

부부와 버리나의 집은 태런트 씨(Selah Tarrant)의 미심쩍은 최면술사로서의 커리어를 

위해 마련한 임시 거처이고, “태런트 집안 임시 은신처의 다 닳아빠진 헐벗은 모양새”(the 

bald bareness of Tarrant’s temporary lair; 89)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올리브와 루나의 

집이 제공하는 안락함이나 쾌적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태런트 부인의 상념은 가정성 담론이 이상화하는 집과 결혼이라는 관념, 그리고 

기혼 여성의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크나큰 괴리를 잘 보여준다. 

 

태런트 부인은 버리나가 언젠가는, 누군가와 결혼을 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 

사람이 대중적 삶과 관련된 인물이기를 바랐다. 태런트 부인에게 그 말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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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름이 램프 불빛 아래, 색색의 포스터 위에, 트레몬트 템플의 입구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바라진 

않았는데, 그녀에게 결혼 생활이 함축하는 바란 대개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지근한 열기를 뿜어내는 난로의 통풍구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지친 여성의 모습이 그랬다. 태런트 부인의 표현대로라면 “부동산”을 가진 젊은 

여성과의 진실된, 사랑스러운 우정은 버리나가 (결혼이라는) 보다 가혹한 운명을 

마주하기 전 잠깐의 기간을 기분 좋게 채워줄 것이었다. 변화를 원하고 있던 

때에 마침 마주친 장소가 있다는 건 멋진 일이었고, 버리나에게 결국 집이 두 

채나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와 비슷한 수준의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처럼, 태런트 부인은 집이라는 관념에 대해 극도의 존경심을 품고 있었고, 

우여곡절의 지난 이십 년 세월 동안 그 제도의 정신을 지켜왔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신념이었다. 만약 버리나에게 집이 두 채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 

혜택을 누릴 테였다. 
 

She supposed Verena would marry some one, some day, and she hoped the 

personage would be connected with public life – which meant, for Mrs Tarrant, 

that his name would be visible, in the lamplight, on a coloured poster, in the 

doorway of Tremont Temple. But she was not eager about this vision, for the 

implications of matrimony were for the most part wanting in brightness – 

consisted of a tired woman holding a baby over a furnace-register that emitted 

lukewarm air. A real lovely friendship with a young woman who had, as Mrs 

Tarrant expressed it, ‘prop’ty,’ would occupy agreeably such an interval as might 

occur before Verena should meet her sterner fate;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her to have a place to run into when she wanted a change, and there was no 

knowing but what it might end in her having two homes. For the idea of the 

home, like most American women of her quality, Mrs Tarrant had an extreme 

reverence; and it was her candid faith that in all the vicissitudes of the past 

twenty years she had preserved the spirit of this institution. If it should exist in 

duplicate for Verena, the girl would be favoured indeed.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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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트 부인은 “집이라는 관념”이자 “그 제도”라 일컬어지는 가정과 결혼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처럼” 존경심을 품는다. 이는 가정 공간을 이상화하는 가정성 

담론이 베이즐뿐 아니라 태런트 부인을 포함한 당대 많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십 년 간의 결혼 생활의 

경험에 바탕한 태런트 부인의 현실 인식은 전혀 다르다. 태런트 부인에게 결혼 생활은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피곤한 여성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가혹한 운명”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무엇보다도, 태런트와의 결혼 생활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가정 생활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대중을 상대하는 최면술사의 직업을 가진 남편과의 삶은 “가정적 

대화라는 사생활”(the privacy of domestic intercourse; 58)마저도 언제나 “공적 생활에서의 

어조로”(in the key of public life; 58) 이루어져 왔다고 서술된다. 

사실 『보스턴 사람들』이 그려내는 대부분의 집, 찰스 가에 위치한 미혼의 여성 

운동가 올리브의 보스턴 연립 주택, 남편과 사별한 ‘싱글맘’ 루나의 뉴욕 저택, 캠브리지의 

태런트 집안의 허름한 작은 나무집(wooden cottage), 버즈아이와 여성 의사 

프랜스(Doctor Prance)가 사는 여러 여성들의 756번지 쉐어하우스, 뉴욕에 있는 베이즐의 

방 두 개짜리 낡아빠진 문간방(hall-bedroom), 미혼의 대학생 버라지(Henry Burrage)의 

부유한 “독신남-둥지”(bachelor-nest; 117) 등은 이미 가정성 담론이 그려내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정 공간의 범주로 정의되기 힘든 공간들이다. 작품 속 등장하는 여러 집들은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 공간이 아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결혼해 가정을 꾸리지 않은 

미혼의 여성/남성이 홀로 또는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기에 애초에 가정 공간마저도 

아니다. 요컨대, 제임스는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가정이 아닌 복수의 집‘들’을 

그려내고, 가정성 담론이 정의하는 단일한 형태의 ‘집’이라는 환상을 철저히 깨뜨린다. 

가정 공간이 여성의 마땅한 자리라는 당위 명제를 반복하는 베이즐의 완고한 주장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한치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가정성 담론의 테제에 맞서 성별위계에 

바탕한 기존의 공간 구획에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운동의 움직임은 버리나가 

베이즐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작품의 결말에 이르면 실패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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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이미 작품 전체에 걸쳐 분명해져 있듯, 집이라는 건축물을 통해 집약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은 가정성 담론이 규정하는 모습과 언제나 조금씩 달랐고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오히려 제임스가 그려내는 복수의 집‘들’은 그 집에 거주하는 인물의 특성, 그리고 그 

인물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제임스의 인물과 

공간 묘사는 개인-사회-공간의 상호구성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다. 따라서 제임스의 

공간을 사회 혹은 개인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권력의 장치와 동일시하는 해석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물론 많은 경우 공간은 담론의 물리적 체현이며 공간 속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권력의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제임스가 포착하는 

공간은 개인의 욕망이 사회와 접합하는 지점이고, 무엇보다도 개인이 다른 대상들과 

만나고 관계 맺기 위한 필연적 매개이다. 매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임스에게 공간은 

고정된 무엇이 아닌 “내재적으로 역동적인 동시성”인 셈이다. 공간을 권력의 장치로 

바라보았을 때 집은 여성의 운신을 제약하는 감금의 공간이 된다. 남성중심적 사회가 

주입하는 가정성 담론, 권력의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집을 결부시킨다. 하지만 제임스는 

오히려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가정성 담론이라는 틀을 통해 

발견할 수 없는 삶의 역동을 그려낸다. 제임스의 집은 가정성 담론이 예시하는 단일한 

모습이 아닌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며, 제임스의 집 안에 거주하는 인물들 또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집, 그리고 사회와 관계 맺는다. 작품 속 제임스의 공간은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 핵심적 매개로 기능한다. 

특히 집은 『보스턴 사람들』의 여성 주인공 올리브와 버리나의 욕망이 투영된 

그들의 “공간적 자아”를 정초하는 주요한 공간이다. 『보스턴 사람들』에서 인물의 욕망은 

언제나 특정한 공간적 이미지를 경유하여 구체화되는데, 대부분 공적 영역을 향해 

겨누어진 남성 인물들의 욕망의 경우 집 바깥, 공적 영역에 놓인 공간을 통해 재현된다. 

“대중적 인기의 전망은 그의 꿈을 홀렸고, 이를 위해서라면 가정의 가장 내밀한 

신성함마저 기쁘게 희생했을 것이었다”(The vision of that publicity haunted his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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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 would gladly have sacrificed to it the innermost sanctities of home; 80)는 문장에서 

드러나듯,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것이 인생 목표요 지상 과제인 버리나의 아버지 셀라 

태런트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셀라는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위안은 그가 무언가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를 성취하려는 그의 노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길 위에서 끊임없이 배회하고, 소위 “팔리는” 전차와 기차역, 상점 

등을 배회하는 일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장소는 신문사와 

호텔 로비였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일상적 만남이 일어나는 호텔 로비의 실내는 

그 높은 유리벽을 통하여, 길거리에, 까치발 든 미국 시민의 시야에 그 모습을 

전시했다. . . . 신문사의 안채는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었다. . . . 그는 어슬렁거렸고, 

오랜 시간 앉아있었고,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고, 사무실에서 격리된 

인쇄실로 어물쩡 들어가서 식자공에게 말을 걸어 실수로 자신의 발언을 배열하게 

만들었다. 식자공들이 등을 돌리면 신문 배달 소년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 

무슨 일이 “저 안에서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했고, 그게 실패하자 무료로 광고를 삽입하고 싶어했다. 
 

Selah remarked that the only refreshment he ever wanted was the sense that he 

was doing some good. This effort with him had many forms; it involved, among 

other things, a perpetual perambulation of the streets, a haunting of horse-cars, 

railway-stations, shops that were ‘selling off.’ But the places that knew him best 

were the offices of the newspapers and the vestibules of the hotels – the big 

marble-paved chambers of informal reunion which offer to the streets, through 

high glass plates, the sight of the American citizen suspended by his heels. . . . 

The penetralia of the daily press were, however, still more fascinating . . . He 

hung about, sat too long, took up the time of busy people, edged into the 

printing-rooms when he had been eliminated from the office, talked with the 

compositors till they set up his remarks by mistake, and to the newsboys when 

the compositors had turned their backs. He was always trying to find ou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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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going in’; he would have liked to go in himself, bodily, and, failing in this, he 

hoped to get advertisements inserted gratis. (82 원문 강조) 

 

사람이 북적거리는 도시 공간의 이미지, 그 중에서도 호텔과 신문사라는 구체적인 공간은 

셀라의 욕망을 집약적으로 재현한다. 셀라는 도시를 방문하고 떠나는 방문객들의 발길로 

언제나 바쁜 호텔 로비와, 수많은 대중에게 읽힐 소식을 전달하는, 그야말로 대중성의 

요체인 신문사의 바깥에서 맴돌고 기웃거린다. 자신에게 입장이 허락되지 않은 신문사의 

내밀한 “안채” 안으로 직접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요하고 침투하는”(persistent and 

penetrating; 82) 움직임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대중성을 갈망하는 셀라의 욕망을 

집약한다. 이와 유사하게, 언제나 “공적인 삶을 향한 열망”(a desire for public life; 148)을 

품었다고 서술되는 베이즐의 욕망 또한 “그곳에 공적이라고 할만한 것이 너무 

모자랐다”(there was little enough that was public; 148)는, 손님의 발길이 뜸한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불평의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반면 올리브의 욕망은 자신의 안락하고 정돈된 집을 향한다. 여성해방을 향한 

올리브의 목표가 버리나를 대중 강연장에 세우고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이는 아이러니한 일처럼 느껴진다. “올리브가 맞서기 두려워하는 

더러움이나 질병, 불행은 없었지만, 그녀의 집은 언제나 완벽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올리브는 열렬히 청결을 추구했고, 동시에 훌륭한 여성 운동가였다”(her house had always 

been thoroughly well regulated, she was passionately clean, and she was an excellent 

woman of business; 135)라는 문장은 집을 곱게 가꾸는 일과 여성운동의 실천 사이에 

놓인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준다. 여성운동의 실천은 마치 버즈아이의 삶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의 계획”(scheme of renunciation; 64)이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올리브의 집은 버즈아이의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양이다. 

 

하지만 올리브는 고된 하루 후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집, 꽃으로 가득 찬 응접실, 

솔방울을 던져 넣으면 타닥 소리가 나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수입 찻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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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커링 사의 피아노, 잡지 <도이체 룬트샤우>가 주는 휴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반면 버즈아이 씨에게는 끔찍한 꽃무늬 카펫(그건 꼭 치과의사의 

것처럼 보였다)과 차가운 화로, 석간 신문, 그리고 의사 프랜스가 있는 헐벗고 

흉한 방 뿐이었다.  
 

But she reflected that after such exertions she had the refreshment of a pretty 

house, a drawing-room full of flowers, a crackling hearth, where she threw in 

pine-cones and made them snap, an imported tea-service, a Chickering piano, 

and the Deutsche Rundschau; whereas Miss Birdseye had only a bare, vulgar 

room, with a hideous flowered carpet (it looked like a dentist’s), a cold furnace, 

the evening-paper, and Doctor Prance. (140) 

 

버즈아이의 집과의 현격한 차이가 보여주듯, 안락하고 부유한 올리브의 집은 올리브가 

추구하는 여성운동, 예컨대 길거리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사회 활동과 모순되는 

공간처럼 그려진다. 하지만 올리브에게 여성운동의 실천과 자신의 안락한 집을 가꾸는 

일은 오히려 나란히 간다. 올리브에게 자신의 집은 버리나와 함께 하는 삶의 물질적 

기반이며, 나아가 여성 해방의 목표로 향하기 위한 그들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이다. 

올리브는 자신이 여성운동가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식을 위반하고 있다고 자각하면서도, 

마치 그래야만 한다는 듯이 때론 종교활동처럼 느껴질 만큼 열렬하게 자신의 집을 

청소하고 돌본다. “사회와 개혁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많은 토론이 올리브의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졌다”(Much conference on social and reformatory topics went forward 

under her roof; 135)는 서술이 보여주듯, 올리브는 자신의 집에 바깥 세계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실천을 지속하고자 한다. 올리브는 주로 바깥이 아닌 집에서 

운동가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자신의 집을 (비록 제한적이나)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 

버리나 또한 올리브의 아름다운 집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버리나가 처음 

올리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버리나는 다른 인물들이 그러하듯 집의 내부와 “주변 

사물들을 꼼꼼히 둘러보며”(diverted scrutiny of the surrounding objects; 64)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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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파악하기 시작한다. 이때 “그녀를 초대한 여주인의 기분 좋은 실내”(her 

hostess’s agreeable interior; 64)에 감명받은 버리나의 속마음이 잠시 서술되는데, 이는 

여성운동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올리브의 “포기의 계획”이 

대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버리나는 “적어도 그녀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at least not before she . . . had had a chance to see; 64) 올리브가 포기하지 않길 

내심 바라고 올리브의 집에 대한 강렬한 매력을 느낀다. 자신의 집으로 버리나를 데리고 

오고자 했던 올리브의 욕망은 애초에 버리나의 욕망과도 부응했던 셈이다. 

 

“당신은 이곳에 혼자 사는 거에요?” 버리나가 올리브에게 물었다. 
 

“버리나가 이곳으로 와서 나와 같이 산다면 그렇지 않겠죠!” 
 

엄청나게 열정적인 이 대답에도 버리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버리나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이토록 쉽게 서로에게 제안을 하겠거니 굳게 믿었다. 

그건 로맨스와 사치, 부의 일부였고, 버리나가 거의 참여할 수 없었던 초대의 

세계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캠브리지에 있는 그녀의 작은 집, 현관의 계단에 

놓인 널빤지들이 삐걱거리는 그녀의 집을 떠올리자니 그 제안은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다. 
 

‘Do you live here all alone?’ she asked of Olive. 
 

‘I shouldn’t if you would come and live with me!’ 
 

Even this really passionate rejoinder failed to make Verena shrink; she 

thought it so possible that in the wealthy class people made each other such easy 

proposals. It was a part of the romance, the luxury, of wealth; it belonged to the 

world of invitations, in which she had had so little share. But it seemed almost a 

mockery when she thought of the little house in Cambridge, where the boards 

were loose in the steps of the porch. (65) 

 

버리나에게 올리브의 집은 “로맨스와 사치, 부의 일부”이자 “초대의 세계”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향한 버리나의 동경과 열망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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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집을 떠올리며 한층 강화된다. 버리나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캠브리지의 

집은 올리브의 상상을 통해서는 “추악한 빈곤의 사막”(a desert of sordid misery; 

134)이라는 이미지로, 관찰 결과로는 “태런트 집안 임시 은신처의 다 닳아빠진 헐벗은 

모양새”라는 표현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집 앞의 마당은 집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출시키고”(rather to expose than to protect; 89) 있으며, 현관으로 향하는 길의 널빤지 

조각들이 “삐걱대고 흔들리는”(creaked and rocked; 89) 통에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마치 “줄타기 곡예사처럼 상당한 긴장감과 함께”(with a good deal of the suspense, of a 

rope-dancer; 89) 걸어 다닌다. 이러한 집의 외형 묘사는 태런트 집안의 경제적 궁핍을 

드러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태런트 부부의 집이 버리나에게 보호가 아닌 노출의 

공간으로 자리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버리나를 구해내”(to take her 

out of such a milieu as that; 87 원문 강조)야만 한다는 올리브의 판단은 버리나의 필요와 

일치하고, 버리나는 “자리 잡기에 그야말로 꿈 같은 장소”(a regular dream-like place to sit; 

78)이라며 동경했던 올리브의 집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 올리브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탐색한다. 

요컨대, 올리브의 집은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의 욕망이 적극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공간이다. 두 여성의 서로 같거나 다른 욕망은 올리브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중첩되고, 집이라는 물질적 공간은 사회적 관계와 실천의 기반이 되는 각자의 “공간적 

자아”를 정초한다. 여성의 마땅한 자리이자 가족적 삶의 터전인, 가정성 담론이 

이상화하는 집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공간인 셈이다. 집과 그 바깥을 가정성 담론의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여성 해방을 추구하고 집 바깥의 공적 영역을 향하는 두 

사람이 오히려 집을 욕망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 보인다는 사실은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올리브와 버리나에게 그들의 집은 가정성 담론이 규정하는 

가정 공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다. 제임스가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제시하는 

새로운 집은 여성의 욕망의 대상이고 실현일 뿐 아니라, 정치적 실천을 위한 관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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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공간실천 

 

가정 아닌 집들, 가정성 담론의 이면을 바라보는 『보스턴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성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가정성 담론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 속에서 여성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이 그어놓은 경계를 

과감히 넘나든다. 『보스턴 사람들』이 그려내는 19세기 말 미국의 도시 공간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여성들로 북적거린다. 

이러한 미국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제임스의 관찰은 다음과 같다. 제임스는 

『미국 기행』에서 “정직한 시선을 통해 바라본 미국적 삶은 곧 남성의 세계에 ‘놓여 있는’ 

여성의 사회인 것으로 보인다. . . . 남성은 지금껏 그랬듯 캔버스를 제공하고, 여성들은 그 

위에 자수를 놓는다”(American life may . . . fall upon the earnest view as a society of 

women ‘located’ in a world of men . . . the men supplying, as it were, all the canvas, and 

the women all the embroidery; Sampson 163, 재인용)고 말한다. 제임스가 바라보는 

미국의 도시 공간은 남성적 세계와 여성적 사회, 즉 남성적 캔버스를 장식하는 여성적 

자수라는 비유를 통해 묘사된다. 이러한 제임스의 비유는 마치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분리하는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의 재선언”(a restatement of separate spheres ideology; 

Sampson 163)처럼 읽힌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남성적 질서로 구성된 도시 공간 속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이다. 제임스의 

시선에서, 도시 공간이라는 남성적 캔버스 위에 자수를 놓는 여성들의 활동은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반)공적 영역”(female-run (counter)publics)을 만들어내면서 남성적 공적 

영역과 여성적 사적 영역의 이분법을 재편하고 있다(Sampson 162-63). 

『보스턴 사람들』이 재현하는 미국 도시 공간 속에서 제임스가 포착한 공간적 

변화를 절실히 체감하는 사람은 베이즐이다. 베이즐은 언제 어디서나 유독 여성들과 

마주치고,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은 주로 주변부에 위치하거나 여성 인물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베이즐에게 보스턴과 뉴욕이라는 도시는 주로 올리브와 루나라는 두 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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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재현된다. 버즈아이의 집에서 마주친 “거대한 

전차와 유사한 형상으로”(producing the similitude of an enormous street-car; 26) 길게 

늘어앉은 청중들의 대다수 또한 여성이었다. 즉, 베이즐의 시선에서 북부의 도시 공간은 

여성을 통해 대변되고 재현된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직업적 경계 역시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상태다. 이는 버리나가 “여성 의사, 여성 영매, 여성 편집자, 여성 설교사, 여성 

치료사 등, 수동적 존재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구해낸 여성들”(lady-doctors, lady-

mediums, lady-editors, lady-preachers, lady-healers, women who . . .  rescued 

themselves from a passive existence; 67) 사이에서 자라났다는 서술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버즈아이의 동거인이자 여성 의사인 프랜스 씨라는 구체적 인물로 예시된다. 또한 

저널리스트인 파든(Matthias Pardon)은 “수백만의 여성 독자”(millions of lady-readers; 

97)가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작가들”(lady-writers; 97)이 자신과 

같은 남성 저널리스트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경쟁의 대상임을 언급한 바 

있다. 보스턴과 뉴욕이라는 낯선 북부의 도시 공간을 떠도는 이방인 베이즐에게 여성들이 

활보하는 생경한 도시의 풍경은 그야말로 ‘여성 상위 시대’를 방불케 하는 무엇이다. 

특히 올리브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충분한 

자유와 이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다. 올리브의 자유와 이동성은 경제적 

능력에 기반한다. 올리브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1인 가구를 꾸린채 살아가며, 베이즐이 

“아주 잘 나가는 회사”(so flourishing a firm; 15)라고 표현할 만큼 부유하다. 남편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홀로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따라서 올리브에게 

자신의 집은 억압적 가정 공간이라기 보다 오히려 자유의 기반이고 상징이다. 또한 

올리브의 부는 “금전적 보상”(pecuniary compensation; 129)을 통해 버리나라는 또 다른 

여성을 데려와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심지어 올리브는 버리나의 재능 발현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방해물이 될 남성들로부터 버리나를 

물리적으로 떼어놓기 위해 유럽행 여행을 떠난다. 이후 버리나를 좇는 베이즐이 “혹시나, 

그들이 다시 유럽으로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이 그를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to elude him unless, perhaps, they should start again for 



40 

Europe; 315)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듯, 올리브는 베이즐이라는 남성보다도 훨씬 

자유롭게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은 보스턴을 비롯한 19세기 말 뉴잉글랜드의 도시 공간이 여전히 

가부장제의 논리가 체현된 젠더화된 공간이라는 사실 또한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 보이지만, 성별 위계에 따라 치밀하게 구획되어 

있는 젠더화된 도시 공간은 여성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제한다. 여성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공간 질서에 도전하며 때로 우위를 점하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기존 질서의 전복을 뜻하진 않는다. 공간의 재구획과 재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의 세기는 기존 공간 질서의 공고함의 정도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젠더화된 공간은 

중립적이거나 투명하지 않고 그 속에 놓인 인물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한다. 

공간 속 인물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의 영향력과 그 변화에 무척이나 예민하다. 

특히나 젠더화된 공간의 질서 아래 공적 영역 진출을 지향하며 공간 구획에 문제를 

제기하는 올리브와 같은 여성의 경우, 그 공간 인식은 더욱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아래의 인용문은 그 단적인 사례다. 

 

올리브가 혼자였다면 목적지까지 전차를 타고 갔을 것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었고(그녀에게는 굳이 전차를 타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 밤중에 보스턴 거리를 쏘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도 아니었다(그건 

그녀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종류의 노출이었다. 이는 그녀가 헌신적으로 품었던 

사상, 남들의 시샘을 살만한 차이는 미루어두고 평범한 삶에 녹아 들어야 한다는 

그 사상 때문이었다. 보일스턴 가 까지는 걸어가서 그곳에서 대중교통(마음 

속으로는 몹시 혐오했다)을 타고 사우스엔드까지 갔을 것이었다. 보스턴은 

밤중에 걸어 다녀야 하는, 모든 감각을 불쾌하게 만드는 전차에 비집고 타야 

하는 가난한 소녀들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그녀 스스로를 이 모든 일보다 

우월하게 여길 까닭은 무엇인가? 올리브는 고결한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단속했고, 신사의 보호라는 특혜가 주어진 오늘 밤은 그 보호를 지워버리기 위해 

마차를 불렀다. 만약 (대중교통을 통한) 평범한 방식으로 이동했더라면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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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용감하게 굴 수 있는 건 모두 베이즐 덕분이라고 여겨졌으리라. 올리브는 

베이즐이 속한 성별에게는 그 어떠한 의무도 지고 싶지 않았다. 
 

for if she had been alone she would have proceeded to her destination by the aid 

of the street-car; not from economy (for she had the good fortune not to be 

obliged to consult it to that degree), and not from any love of wandering about 

Boston at night (a kind of exposure she greatly disliked), but by reason of a 

theory she devotedly nursed, a theory which bade her put off invidious 

differences and mingle in the common life. She would have gone on foot to 

Boylston Street, and there she would have taken the public conveyance (in her 

heart she loathed it) to the South End. Boston was full of poor girls who had to 

walk about at night and to squeeze into horse-cars in which every sense was 

displeased; and why should she hold herself superior to these? Olive Chancellor 

regulated her conduct on lofty principles, and this is why, having to-night the 

advantage of a gentleman’s protection, she sent for a carriage to obliterate that 

patronage. If they had gone together in the common way she would have seemed 

to owe it to him that she should be so daring, and he belonged to a sex to which 

she wished to be under no obligations. (20) 

 

올리브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커다란 이동의 자유를 확보한 

여성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스턴이라는 도시의 젠더화된 공간 구획은 여전히 올리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올리브는 자신의 집을 벗어난 길거리 위, 이른바 공적 영역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올리브와 같은 상류층 여성이 보스턴의 밤거리를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이다. 사적인 

가정 공간을 벗어나 행인들의 시선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중상류층 

여성들에게 요청되었던 가치인 ‘참된 여성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다만 

올리브는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젠더화된 공간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기에 더욱 

복잡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직면한다. 늦은 밤 길거리를 걸어 전차를 타는 행동은 

공간의 감시와 규율을 거부하는 일종의 정치적 실천이다. 하지만 올리브는 베이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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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동행하게 됨으로써 그 저항의 성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자신이 놓여있는 공간과 그 함의에 대한 올리브의 예민한 인식은 한 도시 안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는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이토록 복잡한 고민을 수반한다. 

올리브의 이러한 고민은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을 꾀하는 당대의 여성운동이 

내포하는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여성운동의 실천이 여성의 몸을 공적 영역에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적 영역 위에 놓인 여성의 몸은 기존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가 

여성의 몸을 다루는 방식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당시 “길거리 행인”(street-

walker)이나 “길거리 여자”(women of the streets)라는 표현이 성판매여성을 가리키는 

조어였다는 사실(Deutsch 12)이 보여주듯,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적인 공간을 점유하는 여성들을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한다. 대중 연설가로 

활동하는 패린더에 대한 묘사가 그 단적인 사례다. 베이즐은 “그녀의 눈에는 공적인 

무언가”(something public in her eye; 25)가 보였다고 관찰하며, 패린더의 말과 몸짓은 

“흡사 매춘부처럼 보인다”(look almost meretricious; 28)는 표현을 통해 묘사된다. 여성 

대중 연설가는 마치 “극장 여배우” 15 와 같은 존재가 된다. 사적 영역의 바깥에서 대중의 

시선에 자신의 모습을 전시하고 노출하기에, 극장 여배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적 시선과 

요구에 부응하는 존재로 읽히는 것이다. 아무리 그 내용이 여성의 해방을 주창하는 

정치적 연설이라 할지라도, 르밴더(Caroline Levander)가 지적하는 바, 이성애 

남성성(heterosexist manhood)과 등치되는 공적 영역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대중 

연설은 언제나 여성의 몸과 목소리와 연결된다(475-76). 결과적으로 여성의 대중 연설은 

곧 여성적 섹슈얼리티의 전시와 소비가 된다. 

                                           
15 베이즐이 뉴욕으로 이주한 후 유일하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직업이 바로 극장 여배우였다는 사실은 의

미심장하다. 베이즐은 이따금 같은 건물에 사는 그 여배우의 방에 들러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내

고, 그녀가 자신의 무료하고 우울한 저녁 시간에 위안을 주는 “자원”(resource; 149)이었다고 표현한다. 한

편 그녀의 결혼 소식은 베이즐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to his great amusement; 149)데, 공공재에 
불과한 극장 여배우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베이즐에게는 커다란 웃음거리다. 베이즐

의 시선에서 극장 여배우와 대중 연설가라는 직업이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로 여겨진다는 사실은 이후 베

이즐이 버리나의 뮤직홀 데뷔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까닭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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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리브와 버리나의 정치적 실천은 그 시작부터 문제적 요소를 내포한다. 

어리고 아름다운 외모와 몸, 호소력 있는 목소리, 즉 매력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버리나의 연설이 여성 해방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실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버리나는 반복적으로 여배우 혹은 줄타기 곡예사에 비유되고, 버리나의 연설은 

많은 경우 일종의 스펙타클, 극장에서 상연하는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소비된다. 

버리나의 집에 찾아온 파든과 버라지가 버리나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장면은 여성의 대중 

연설이 남성적 시선을 통해 소비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운동의 

의의보다는 버리나라는 여성에게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는 젊은 두 남성은 “우리는 무지와 

편견에 빠져있다”(We are sunk in ignorance and prejudice; 101)는 과장된 농담으로 

버리나의 ‘공연’을 간청한다. 버리나의 부모 또한 버리나의 명성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를 부추긴다. 집은 순식간에 극장의 무대로 탈바꿈하고 버리나에게는 

여배우의 역할이 요청된다. 그 가운데 “버리나의 부모는 버리나를 구경거리나 사회적 자원 

따위로 취급하고 있었고, 저 두 명의 남자 대학생은 파렴치하게도 버리나를 비웃고 

있었다”(They were treating her as a show, as a social resource, and the two young men 

from the College were laughing at her shamelessly; 102)는 올리브의 판단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다. 남성의 시선에 노출된 여성의 몸은 유희거리로 소비되며, 이는 

사적 영역 혹은 여성적 영역이라 여겨지는 집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버리나의 집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젠더화된 공간의 위계질서는 “널찍한 남성의 등, 거의 음탕할 

지경의 웃음소리, 흘끗 쳐다보는 미소가 만들어낸 장벽”(a barrier of broad male backs, of 

laughter that verged upon coarseness, of glancing smiles; 100)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그려진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공적 영역이 여성에게 허용된 자리가 아닐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이라 불리는 가정 공간 역시 여성에게 그 “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가정성 담론이 전제하는 분리된 영역의 이데올로기는 가정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집을 사적 영역으로,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들과 마주치는 그 바깥을 공적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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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분류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치열한 경쟁과 경제 논리로 대변되는 바깥 세계와 

대비되며 그 안의 구성원들에게 ‘피난처’로 기능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 

포함한 작품 속 많은 장면에서 드러나는 바, 실제 집이라는 공간은 오로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적 영역이라기보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집 안이 극장의 무대로 탈바꿈한 가운데, 오히려 올리브와 

버리나에게 가장 사적인 의사소통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집을 벗어난 문 밖,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추운 겨울 밤의 정적과 어둠이다. 사회 전체가 등 돌린 남성들로 이루어진 

장벽이자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올리브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버리나와 올리브 두 여성이 단둘이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다. 올리브는 

“나와 밖으로 나가요!”(Come out with me!; 102)라 외치며 버리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고, 혹독한 겨울 밤의 추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장소에서 

버리나에게 자신의 소망,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해줘요”(Promise me not to marry; 

105)라는 말을 전달한다. 

올리브에게 버리나의 결혼은 가장 두려운 사건이다. 여성을 가정 공간에 구속시킬 수 

있는 결혼은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을 지향하는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충돌한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다른 남성의 ‘합법적’인 개입에 의해 특별한 구속력이 없는 자신과 

버리나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에 치명적이다. 올리브는 여성의 삶,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여성운동의 목표와 버리나와의 관계 모두를 

지켜내고자 애쓰고,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는 유사-청혼을 통해 버리나와의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운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러한 올리브의 열망은 결국 

버리나와의 ‘보스턴 결혼’, 일종의 공간실천으로 이어진다. 흡사 결혼한 남녀가 가정을 

꾸리듯, 미혼의 두 여성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가는 형태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올리브와 버리나는 더욱 차가운 하늘에 마침내 마지막 별빛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고, 추위에 가볍게 몸을 떨며, 서로 팔짱을 끼고, 겨울밤이란 남성들의 

폭정보다도 혹독하다고 느끼며 돌아섰다. 돌아선 방 안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45 

있었고, 밝은 난롯불과 반짝이는 찻쟁반이 있었으며, 올리브에게는 무궁무진하고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여성의 기나긴 순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이어졌다. 

때로는 깊이 눈 내리는 밤이 찾아왔다. 찰스 가는 온통 하얗게 뒤덮인 채 

숨죽였고, 초인종들은 침묵을 지킬 운명을 맞았다. 그곳은 마치 커다랗고 강렬한 

환상으로 이루어진, 등불로 밝혀진 작은 섬처럼 보였다. 
 

They watched the stellar points come out at last in a colder heaven, and then, 

shuddering a little, arm in arm, they turned away, with a sense that the winter 

night was even more cruel than the tyranny of men – turned back to drawn 

curtains and a brighter fire and a glittering tea-tray and more and more talk 

about the long martyrdom of women, a subject as to which Olive was 

inexhaustible and really most interesting. There were some nights of deep 

snowfall, when Charles Street was white and muffled and the door-bell 

foredoomed to silence, which seemed little islands of lamp-light, of enlarged and 

intensified vision. (136) 

 

버리나의 캠브리지 집이 순식간에 극장의 무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버리나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출시키는” 곳이었다면, 버리나가 새롭게 자리잡은 올리브의 집은 “등불로 

밝혀진 작은 섬”처럼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다. 두 여성은 올리브의 집 안에서 밝고 

안락한 실내에 머물며 차가운 겨울밤의 풍경을 내다보거나 혹은 커튼을 드리워 바깥을 

차단할 수 있다. 즉, 올리브의 집은 지금껏 버리나가 속해왔던 공간이 한 번도 제공한적 

없던 “사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캠브리지 집의 사례가 보여주듯 가정 공간이 

여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가정성 담론의 논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면, 올리브의 집은 그 환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올리브의 

소망과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집이다. 이성애 관계와 결혼 계약이 내포하는 

위계질서는 가정 공간이 곧 사적 영역이며 여성의 자리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가정 공간에 구속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리를 지운다. 이에 

대항하는 올리브는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 기반한 대안적 공간을 마련하려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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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위협이 어른거리는 집 바깥, “남성들의 폭정보다 혹독하”게 느껴지는 겨울밤의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도 둘만의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요컨대 올리브의 공간실천은 공사영역이라는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 공간 구획에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운동이며, 집이라는 공간의 관습적 함의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정치적 실천의 일환이다. 

하지만 젠더화된 공간의 위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적 영역, 여성의 집을 

확보하고자 하는 올리브의 공간실천은 또 다른 방향의 움직임과 충돌한다. 버리나의 

연설을 통해 대중을 감화시키고 여성 해방을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서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갖는 일, 대중과 마주하고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일은 남성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병행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여성은 공사영역의 분리라는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예컨대 베이즐은 잠시 루나와의 결혼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결혼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질 부유하고 안락한 루나의 집, 즉 가정 공간이 자신의 의견을 출판하고 “동시대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to act . . . upon a public opinion of his time; 154)고자 하는 

야망의 실현, “그러한 행동을 위한 최고의 조건”(the best conditions for such actions; 

154)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바 있다. 남성의 경우 자신의 사적 자아를 출판하고 공적 

영역으로 최대한 확장시키는 행위는 가정 공간이라는 사적 영역의 확보와 전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 공간은 공적 영역으로의 성공적 진출을 뒷받침한다. 반면 올리브와 

버리나의 경우, 버리나의 연설이라는 수단을 통한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은 여성의 몸을 

공공재로 여기고 대상화하는 시선에 꼼짝없이 노출되는 방향이다. 반면 이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 분리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정치 참여가 가능한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후퇴, 세상과의 단절로 여겨진다. 문제의 원인은 공적 영역 혹은 

사적 영역, 그 어디에도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가부장제의 

논리를 체현한 젠더화된 공간은 공사영역 그 어느 곳이든 공간 속 여성의 운신을 

제약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이 전투를 치러야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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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일이에요. 서로의 존재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고립되겠지만, 자유로울 거에요”(they would have to fight the battle without human help, 

but after all, it was better so. If they were all in all to each other, what more could they 

want? They would be isolated, but they would be free; 127)라고 버리나에게 말하는 

올리브의 다짐은 여성에게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고립이라는 지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자리가 지워져 있는 세계 속 여성의 공간실천이 갖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정적인 겨울의 회색빛 벽이 두 젊은 여성을 포위하고 있는 듯 했다”(the grey walls 

of a sedentary winter were apparently closing about the two young woman; 130)는 서술이 

함축적으로 그려내는 두 사람의 단절과 고립의 상태는 점차 심화되어 간다. 물론 둘의 

동거가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와 교류로부터 차단된 완벽한 고립은 아니다. 다만 두 

사람은 올리브에 의해 신중하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거나 제한적인 

장소에 방문하며, 그들의 “등불로 밝혀진 작은 섬”에서 여성 억압의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그녀의 소중한 

포로를 자신 곁에 두고, 공통의 공부에 버리나의 주의를 돌리고자 하는 올리브의 

욕망”(Olive’s desire to keep her precious inmate to herself and to bend her attention upon 

their common studies; 137)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올리브의 단정하고 안락한 집은 여성의 

삶을 전쟁터로 만드는 바깥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 

하지만 올리브의 공간실천은 여성에게 안전한 집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로 구축된 집 바깥의 세계, 즉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까지도 목표로 삼기에, 

둘의 동거가 가져오는 고립의 상태란 올리브에게도 끊임없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커튼을 드리운 뒤, 인공적인 공기와 장밋빛 등불 아래에서 생애를 

보내는 일은 훨씬 쉬울 것”(it would be far easier to give up everything and draw the 

curtains to and pass one’s life in an artificial atmosphere, with rose-coloured lamps; 121-

22)이라는 올리브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 올리브는 바깥 세계와 자신 사이에 “커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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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워 바깥의 풍경을 차단하고 안전한 피난처에 머물고 싶다는 내밀한 소망을 품는 한편, 

여성 해방이라는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결코 안락한 실내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현실 또한 분명히 인지한다. 

이러한 고민은 올리브가 버라지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도 정확히 

겹쳐진다. 아늑한 난롯불이 방안을 밝히고 몸을 데워주는 아름다운 실내에서 올리브는 

버라지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며 “일종의 휴전”(a kind of truce; 119)이 선언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이러한 효과 아래, 이런 배경에서는, 문명이 제 역할을 다한 것만 같았다. 

화합이 그 장면을 장악했다. 인간의 삶은 전투이기를 그쳤다”(Civilisation, under such an 

influence, in such a setting, appeared to have done its work; harmony ruled the scene; 

human life ceased to be a battle; 119)고 생각한다. 찰나의 꿈 같은 순간을 통해 드러나는 

바, 제 역할을 다하는 문명이 약속하는 것은 전투가 아닌 화합이고, “추위와 어두움, 

커다랗고 끔직한, 잔인한 세계의 그 모든 것”(the cold, the darkness, all the big, terrible, 

cruel world; 121)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락한 집이다. 16  올리브 역시 

아늑한 난롯불, 훌륭한 가구와 실내장식,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등과 같은 문명의 산물이 

가져다 주는 심미적 효과와 평화의 감각에 대해 강한 매혹을 느끼고, 심지어 왜 남성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지 잠시 의문을 품기에 이른다(119).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리브의 

시각에서 그 문명이란 여성을 탄압하고 가두어 왔던 남성중심적 문명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올리브의 집은 여성의 사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의 

공간이지만, 여성에게 사적 영역을 허락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저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버라지의 집, 또는 

                                           
16 제임스의 집과 문명, 특히 그 중에서도 『보스턴 사람들』의 버라지나 『한 여인의 초상』의 워버튼 경

(Lord Warburton)의 집과 같은 영국 컨트리하우스의 전통을 간직한 집과 문명의 관계에 대한 사유는 제

임스가 스코트랜드에 머물 때 동생 앨리스에게 보낸 편지 속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간략하게나마 엿볼 수 
있다: “지금으로써, 영국의 컨트리하우스는 국제 감각을 갖춘 미국인에게 극복할 수 없이 지루하게 여겨져. 
반면에, 공평한 태도를 취하자면, 컨트리하우스가 문명의 가장 뛰어난 결과물, 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과실 
중 하나임은 의심할 나위 없지.”(‘the British country-house has at moments, for a cosmopolitanized 
American, an insuperable flatness. On the other hand, to do it justice, there is no doubt of its being one of 
the ripest fruits of time . . . of the highest results of civilization.’ – To Miss Alice James, 15 December 1877: 
The Letters of Henry James, Vol. Ⅰ, page 64. ; Leavis 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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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자신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남성중심적 질서로 

구성된 바깥 세계의 부속물이다. 따라서 여성의 집과 여성의 관계에 바탕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상상하는 올리브에게 안락한 실내란 평생 머무르고 싶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고립된 올리브의 집에서 “포로”(inmate; 137)의 위치에 놓인 버리나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버라지의 집에서 올리브가 음악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버리나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은 마치 처음 올리브의 집을 방문했을 때처럼 “방의 다양한 구석구석으로 

향했고”(turned itself to different parts of the room; 120) 버라지의 실내를 장식하는 

반짝거리는 물건들, “불빛에 비추어 보이는 작은 골동품들”(the bibelots that emerged into 

the firelight; 120 원문 강조)에 놓인다. 버라지의 집은 올리브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져다 주는 역설적인 공간이지만, 버리나에게는 최초의 올리브의 집이 그랬듯 강렬한 

호기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선망의 대상이다. 일상의 부조리에 대해 늘 “조용한 

분노”(silent rage; 11)를 느끼고 집 바깥의 세계를 전쟁터로 인식하는 올리브와는 

대조적으로, 버리나에게 삶이란 언제나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열린 공간이다. “물론 저는 아직 많은 걸 보진 못했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의 많은 부분이 있어요”(of course I haven’t seen much, and there is a great deal 

of life that I don’t know anything about; 50)라고 말하는 버리나는 바깥 세상을 향해 

커튼을 치고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수 있다는 올리브의 말에 자신은 

“아직 삶에 질리지 않았다”(she had not done with life yet; 122)고 반박하는 인물인 것이다. 

버리나에게 올리브의 집은 처음에는 너무나 흥미로웠던 삶의 새로운 영역, “로맨스, 사치, 

부의 일부”(a part of the romance, the luxury, of wealth; 65)였으나, 점차 단절과 고립의 

상태로 향함에 따라 오히려 버리나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감금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그 작은 사회는 꽤나 교외의 분위기를 띠었으며 잡다했고, 아테나에움 

도서관에서 빌린 책, 혹은 서로에게 선물하려고 들고 다니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토시 뒤에 감싼 채 밤낮으로 종종거리며 걸어 다니는 여성들로 북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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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나는 올리브가 외출해 집에 없을 때마다, 창 밖을 바라보며 길고 종잡을 수 

없는 사색에 잠긴 채, 찰스 가의 집들을 지나쳐가는 그 여성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잔뜩 지각이라도 한 듯 항상 다소 안간힘 쓰며 빠르게 걸어 

다녔다. 정해진 약속이 있는 그들의 상태가 부러웠기에, 그 어느 때라도 

버리나는 모험 삼아 그들을 따라가보고 싶었다. 
 

The little society was rather suburban and miscellaneous; it was prolific in ladies 

who trotted about, early and late, with books from the Athenaeum nursed 

behind their muff, or little nosegays of exquisite flowers that they were carrying 

as presents to each other. Verena, who, when Olive was not with her, indulged in 

a good deal of desultory contemplation at the window, saw them pass the house 

in Charles Street, always apparently straining a little, as if they might be too late 

for something. At almost any time, for she envied their preoccupation, she would 

have taken the chance with them. (137) 

 

“버리나는 마치 공기처럼, 오고 가는데 자유로울 것”(She should be as free as air, to go 

and come; 129)이라는 최초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버리나는 올리브 없는 집 안에 혼자 

가만히 앉아 하릴없이 창 밖을 바라보며 길 위를 바삐 걸어 다니는 여성들을 부러워한다. 

올리브의 집은 버리나와 올리브의 깊은 애착관계와 그들의 정치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지만, 커튼을 활짝 열고 창 밖을 바라보며 무작정 이방인을 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버리나에게 그 요새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진다. 

버리나가 올리브와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열망, 언제나 낯설고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동의 욕망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작품 초반부터 암시되어 왔다. 

애초에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더라면 올리브가 아닌 루나를 친교의 대상이라고 선택했을 

것이라 서술되는 버리나의 속마음은 “루나 부인은 그녀를 매혹시켰고, 그녀의 상상력을 

낯선 땅으로 데려갔다”(This lady fascinated her, carried off her imagination to strange 

lands; 85)는 공간적 비유를 통해 제시된다. 파든의 청혼을 거절했을 때의 버리나의 심경 

역시 마찬가지다. “버리나는 파든이 열어놓은 문을 향해, 밝고 떠들썩한 세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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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뚫어져라 아쉬워하는 눈길을 보낸 뒤 돌아섰다”(she had given one long, fixed, 

wistful look, through the door he opened, at the bright tumult of the world, and turned 

away; 114)는 서술은 자신이 놓여있는 곳 바깥, “문”밖의 “밝고 떠들썩한 세상”에 대한 

버리나의 호기심과 욕망을 표현한다. 버리나의 욕망은 늘 자신이 놓여 있는 곳이 아닌 

어떤 미지의 공간에 대한 갈망으로, 그리고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자 하는 이동의 

욕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남성 인물들이 제안하는 결혼의 기회가 버리나에게 자신의 미지의 

공간을 향한 열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버리나의 

결혼이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충돌하며 그들의 정치적 실천을 좌절시킬 것이라 생각하는 

올리브의 입장과 충돌한다. 버리나에게 결혼이란 여성을 사적인 가정 공간에 유폐하는 

비극적 사건이긴커녕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여겨진다. 

파든의 청혼이 자신에게 “밝고 떠들썩한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문”과 같았듯, 또 다른 

구혼자인 버라지의 청혼 역시 버리나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버라지의 집은 버리나에게 강렬한 호기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 둘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버라지 부인(Mrs Burrage)의 초대로 

방문하게 된 뉴욕이라는 도시 공간은 버리나의 마음을 강렬하게 잡아 당긴다. 

 

버리나는 마차의 창문 밖으로 그 밝고 즐거운 도시를 내다보며 그렇게 느꼈다. 

그 도시의 구성 요소들은 너무나 다양했고, 어마어마한 움직임으로 넘쳐났고, 

상점들은 아주 화려했으며, 여자들은 너무나 멋지게 차려 입고 있었다. 버리나는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she felt this, as she looked out of the window of the carriage at the bright, 

amusing city, where the elements seemed so numerous, the animation so 

immense, the shops so brilliant, the women so strikingly dressed, and knew that 

these things quickened her curiosity, all her pulses.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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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나는 자신의 결혼이 올리브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을 알기에 파든의 청혼을 

거절했던 것처럼 버라지의 첫 번째 청혼을 애써 거절했던 바 있다(132). 하지만 거절에 

굴하지 않고 버리나를 향한 구애를 지속하는 버라지의 초대는 버리나를 뉴욕이라는 

공간에 데려다 놓는다. 버리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뉴욕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버리나가 뉴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뉴욕의 

거대함과 다채로움, 실크 쿠션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새로운 얼굴, 호기심과 

관심이 어린 새로운 표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얼굴들을 마주하는 일이 가져다 주는 재미”(the bigness and variety of New York, and 

the entertainment of rolling about in a carriage with silk cushions, and meeting new faces, 

new expressions of curiosity and sympathy, assurances that one was watched and 

followed; 228)라는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 뉴욕에서의 버리나의 공간 경험은 주로 마차 안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버리나를 유혹하는 ‘위협’으로 가득한 

뉴욕에서 올리브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버리나의 일정을 조정하고, 

버리나는 올리브 또는 버라지라는 보호자의 동행 하에서만 뉴욕을 경험한다. 이때 

버리나에게 찾아와 “나와 같이 나가요, 태런트 양. 나가요, 제발 같이 나가요”(Come out 

with me, Miss Tarrant; come out with me. Do come out with me; 246 원문 강조)라고 

거듭 간청하는 베이즐은 버리나의 욕망이 향하는 뉴욕이라는 공간 체험을 돕는 유용한 

조력자가 된다. 올리브가 외출한 틈을 타 뉴욕에 방문한 버리나를 찾아가는 베이즐은 

다음과 같이 버리나를 설득한다. 

  

[“] 챈슬러 양은 자기만 외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밖이니까 당신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기대하나요? 그녀가 충분히 오래 나가 

있기만 하면, 돌아왔을 때엔 당신을 발견할 겁니다.” 
 

“올리브가 그렇게 나가있는 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라고 버리나가 

말했고, 그 솔직한 말을 내뱉는 순간 놀라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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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할 만한 상황이었다. 베이즐 랜섬이 그 즉시 잔뜩 놀란 체 그녀의 

말꼬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신뢰해요? 신뢰 못할 건 또 뭡니까? 당신이 

열 살짜리 여자애고 챈슬러 양이 당신의 가정교사인가요? 당신에겐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녀가 항상 감시하고 당신의 잘못을 캐묻는 거에요? 아니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만 안전하다고 여겨질 만큼 당신에게 떠돌이 기질이 

있는 건가요?” 
 

[‘] but does she think that she only has a right to go out? Does she expect you 

to keep the house because she’s abroad? If she stays out long enough, she will 

find you when she comes in.’ 
 

‘Her going out that way – it proves that she trusts me,’ Verena said, with a 

candour which alarmed her as soon as she had spoken. 
 

Her alarm was just, for Basil Ransom instantly caught up her words, with a 

great mocking amazement. ‘Trusts you? and why shouldn’t she trust you? Are 

you a little girl of ten and she your governess? Haven’t you any liberty at all, and 

is she always watching you and holding you to an account? Have you such 

vagabond instincts that you are only thought safe when you are between four 

walls?’ (252) 

 

베이즐의 날카로운 지적은 올리브와의 관계가 버리나에게 일종의 감금이 되었음을 밝힌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버리나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는 베이즐의 강한 의지는 올리브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싶은 열망을 

애써 참아왔던 버리나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한다. “올리브는 저를 불러내고 싶을 

뿐이래요”(she only wants to call me out; 79)라는 버리나의 말이 함축하듯, 사실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는 버리나를 더 넓은 바깥으로 불러 내려는 움직임, 버리나를 대중 앞에 

세우고 이를 통해 대중을 감화시켜 여성 해방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성에서 출발했다. 

애초에 올리브의 약속은 버리나가 더 큰 규모의 대중과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둘의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버리나의 운신을 제약하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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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즐은 이 틈을 타 버리나를 찾아와 집 밖으로 나오라 손짓한다. 결국 두 사람은 

하버드 캠퍼스에서의 “긴 방문, 대화, 산책”(a long visit, a talk, and a walk; 228)과 

마찬가지로, 뉴욕 센트럴 파크를 배경으로 또 다시 곳곳을 함께 걸어 다니고 대화하며 

바깥 세상을 구경한다. 

즉, 베이즐의 구애는 버리나에게 낯설고 새로운 도시 공간이 가져다 주는 공간 

경험의 짜릿함과 함께 놓인다.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 이 거대하고 이상한, 매력적이고 

유쾌한 도시의 길을 떠돌아다니는 일”(go wandering with him through the streets of this 

great strange city, which, attractive, delightful as it was; 246)은 버리나에게 전에 없던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베이즐과 더 오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버리나에게 

그의 정치적 입장은 뻣뻣하고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 “괴물 같은 

의견”(monstrous opinions; 255)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도시의 희미한 

소음”(the far-away hum of the immense city; 255)과 함께 들려오는 베이즐의 “깊고 

달콤하고 분명한 목소리”(deep, sweet, distinct voice; 255)는 버리나에게 “뺨과 귀를 

간지럽힐 듯”(almost tickled her cheek and ear; 255) 매혹적으로 다가간다. 

결국 버리나의 공간실천은 올리브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올리브의 집을 벗어나 

베이즐과 산책하며 도시 공간을 누비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올리브에게 버리나를 향한 

남성들의 구애와 청혼은 가장 커다란 위협이고, 젠더화된 질서로 구성된 집 바깥의 

세계는 여성을 공공재 삼고 대상화하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인물인 버리나는 남성들의 청혼에서 공간 

이동의 가능성을 엿본다. 바깥 세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밖으로 나가길 

갈망하는 것이다. 올리브는 밤중에 길거리를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을 끔찍히 

싫어하고 회피했지만 버리나에게 그러한 활동은 늘 수행하는 일상적인 움직임일 뿐이었다.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은 버리나에게는 낯설거나 두렵기는커녕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익숙하게 행해왔던 일상에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버리나에게 집 

바깥은 언제나 실제 자신의 집처럼 친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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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나는 캄캄한 방에서 자랐고, 현현의 순간 한 가운데 젖 물려졌다. 버리나는 

아직 젖먹이에 불과할 때부터, 그녀의 표현에 따르자면 ‘강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어머니에겐 집에서 아기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버리나는 몽유병자의 무릎 위에 앉았고, 최면 걸린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졌다. 그녀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에 익숙했으며, 새로운 종교를 

지지하는 신문의 여성 편집자들, 결혼 유대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났다. 
 

She had been nursed in darkened rooms, and suckled in the midst of 

manifestations; she had begun to ‘attend lectures,’ as she said, when she was 

quite an infant, because her mother had no one to leave her with at home. She 

had sat on the knees of somnambulists, and had been passed from hand to hand 

by trance-speakers; she was familiar with every kind of ‘cure,’ and had grown up 

among lady-editors of newspapers advocating new religions, and people who 

disapproved of the marriage-tie. (66) 

 

위 인용문이 묘사하듯, 버리나는 늘 양육과 보호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정 공간 

바깥에서 길러지고 성장했다. 말하자면 버리나는 언제나 “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사회 

개혁을 향한 온갖 종류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여러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랐고, 자연스레 대중 연설가로서의 재능을 길러온 버리나에게 집의 바깥과 자신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무섭게 느껴질 리 없다. 심지어 버리나는 베이즐의 손을 잡고 

울면서 뮤직홀(Music Hall) 밖으로 뛰쳐나오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조차 자신을 기다리는 

잔뜩 성난 관객들을 “저 수많은 온화하고 아이 같은 대중”(the great good-natured, 

childish public; 345)이라 여기고, “딱 한 마디면 저들을 달랠 수 있다”(I could soothe 

them with a word; 347)고 말한다. 집 바깥이 곧 자신의 집이고 대중이 곧 자신의 

아이이자 연인인 버리나에게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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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버리나는 공적 영역 위에서 “사적인” 관계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펼쳐내기 위한 공간적 배경으로 집 바깥의 열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집 밖으로 나가 걷고 움직이는 베이즐과의 공간 이동은 언제나 공적인 삶을 

살았던 버리나에게 “지극히 사적이고 너무나도 완벽한”(so personal and so complete; 256) 

최초의 순간으로 여겨진다. 베이즐이 버리나를 향해 쏟는 관심과 눈길은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느껴질 만큼 버리나에게 강력한 매혹으로 다가간다. 

 

버리나는 ‘수백 명의 시선에 노출될 때에도’ 유지되는 그녀의 차분함에 대해 

올리브로부터 원숙하다는 칭찬을 듣곤 했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고, 이제 

버리나는 개인 한 명의 응시조차 견딜 수 없었다. 버리나는 베이즐을 떼어내어 

다시 대중의 일원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길 소망했다. 
 

Verena had been commended of old by Olive for her serenity ‘while exposed to 

the gaze of hundreds’; but a change had taken place, and she was now unable to 

endure the contemplation of an individual. She wished to detach him, to lead 

him off again into the general. (263) 

 

베이즐이 버리나에게 한 사람의 특별한 개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대중의 시선에는 

전혀 아랑곳 않던 버리나는 더 이상 자신에게 대중이 아닌 베이즐의 시선에 크게 

동요한다.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의 출몰은 버리나에게 두려움과 

강한 이끌림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사실 버리나가 올리브와 맺어온 관계야 말로 그 

무엇보다 사적이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였다. 둘의 관계는 “오직 당신이에요, 당신의 

존재 그 자체”(It’s only you – just as you are; 64)라며 버리나의 존재 그 자체를 열망하는 

올리브의 호소에 대한 버리나의 응답으로 시작했고, 둘은 한 지붕 아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내밀한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하지만 성애적 관계로 정체화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상대를 향한 감정과 충동을 “우리의 모든 가련한 자매들”(all 

our wretched sisters; 104)을 위한 일이라고 거듭 추상화했다. 반면 베이즐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 정확하게 버리나를 겨냥한다는 사실을 주저 없이 밝히며 버리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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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렬히 구애한다. 베이즐의 구애는 버리나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가장 큰 

범위, 가장 강한 강도로”(the largest range, the highest intensity; 299) 느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베이즐의 관심에 응답하는 버리나는 베이즐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둘만의 사적인 데이트를 즐긴다. 올리브의 

집이 여성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갈망하는 올리브의 욕망의 구현이었다면, 

버리나의 공간실천은 여성을 공공재삼고 대상화하는 공적 영역, 집 바깥 또한 얼마든지 

여성의 욕망을 펼쳐낼 수 있는 사적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여성적’ 사적 영역과 ‘남성적’ 공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올리브와 버리나의 

엇갈리는 공간실천은 지극히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겹쳐진다. 1세대 여성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여성의 운신의 폭을 공적 영역으로 넓히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는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을 추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여성에게 

주어졌다고 여겨져 온 사적 영역을 다시 정의하고 새롭게 찾는 일이다.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집이 내포했던 억압적 성격을 밝히고 여성에게 새로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인 셈이다. 여성에게 진정 사적인 관계, 사적인 공간, 사적인 집은 

주어져 왔을까? 올리브와 버리나의 공간실천의 과정과 그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일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가져다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소박한 전망과 가능성을 열어낸다.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여성에게 사적 영역, 안전한 

집이 애초에 주어진 적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또한 그 사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공간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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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즈비언 서사 공간의 가능성 

 

지극히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의 가능성, 여성의 사적 영역을 찾아 움직이는 올리브와 

버리나의 공간실천은 끝내 서로 엇갈리고 다른 곳을 향한다. 버리나는 베이즐의 손을 

잡고, 결국 올리브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한다. 올리브가 꿈꿨던 두 여성의 “영혼의 

결합”(a union of soul; 63)은 깨어지고, 베이즐과 버리나의 “밝은 전망과는 거리가 먼 그 

결합”(the union, so far from brilliant; 350)이 성사될 뿐이다. 베이즐을 따라가는 버리나의 

선택은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했던 두 

여성의 정치적 실천마저 좌절시키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버리나가 손 잡은 베이즐은 

여성의 자리는 집 안이며 집은 곧 “가족의 삶과 가정적 애정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올리브, 버리나, 그리고 베이즐이 만들어내는 삼각관계 속에서 

베이즐이 들여오는 이성애 로맨스만이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가 아우어바흐의 해석이 이와 같다. 아우어바흐는 『보스턴 

사람들』이 여성들 사이의 자매애를 예찬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올리브와 가장 

강력한 유대를 나눴던 버리나의 마지막 행보를 “퇴보”로 읽는다. “버리나는 그녀의 음침한 

아버지보다는 좀더 로맨틱하게 채색된 버전의 남자와 달아남으로써 가정의 순환고리로 

퇴보한다”(Verena retreats to the home cycle by eloping with a more romantically colored 

version of her shady father; Auerbach 137)는 평이다. 이러한 버리나의 움직임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뮤직홀 무대 위로 올라가 군중과 마주하는 올리브의 움직임과 대척점에 

놓인다. 즉, “가정의 순환고리”로 향하는 버리나의 “퇴보”는 여성운동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올리브의 “돌이킬 수 없는 출현”(an irrevocable emergence; 

Auerbach 138)과는 정반대의 퇴행적 움직임이다. 

하지만 버리나가 향한 곳이 정말 이성애 로맨스의 종점, “가정의 순환고리”일까?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보자면, 『보스턴 사람들』은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고민이 

곧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과 공간이 맺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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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버리나의 마지막 공간 

이동 또한 올리브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조건과 공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작품의 결말이 그저 이성애 로맨스 

서사의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 작품 전체에 걸쳐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이 맺어온 

관계와 그 과정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비평가들 또한 “밝은 

전망과는 거리가 먼” 이성애 로맨스 서사의 바깥에 주목해왔다. 특히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에서 포착되는 레즈비어니즘을 화두로 삼고 의미화하고자 하는 비평적 흐름이 

꾸준하게 존재해왔다. 17  이는 작품을 본격적으로 레즈비언 소설(lesbian novel)로 

정체화하고 작품 속 여성들의 관계와 욕망에 주목하는 퀴어 이론 계열의 『보스턴 사람들』 

읽기이다.18 이성애규범성 바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의 퀴어적 읽기(queer reading)는 

여성의 존재를 지우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 연대의 급진적 가능성을 레즈비어니즘 

속에서 발견했던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의 계보를 잇는다. 여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17 1980년대 이후 퀴어 이론 진영의 남성성 연구와 남성 동성애 연구가 제임스 비평의 큰 갈래로 자리잡

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보스턴 사람들』비평사의 독특하고도 의미 있는 흐름이다. 80년대의 
이론적 전환은 제임스와 그의 작품들이 놓여있던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라는 구체적 역사를 기반으로 현

상학, 해체주의, 푸코주의 맑시즘, 젠더/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각도의 접근을 시작했다(Buelens 435-37). 
이러한 이론적 전환을 배경으로 페미니스트 비평은 비규범적 섹슈얼리티와 정상성의 해체에 주목하는 퀴

어 이론의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후 “제임스의 가장 강렬한 인물들, 그리고 물론, 제임스 
본인의 젠더와 성적 정체성”(the gender and sexual identification of his most compelling characters and, 
of course, himself; Rowe, The Other Henry James 101)을 분석의 중심 소재로 삼는 퀴어 이론의 남성성/
남성 동성애 연구가 제임스 비평의 중심에 놓인다. 특히, 퀴어 이론의 부상을 알리는 대표적 저작인 세즈

윅의 「벽장 속 야수: 제임스와 동성애적 공포의 글쓰기」(“Beast in the Closet: James and the Writing of 
Homosexual Panic”, 1986)의 출간 이후 이러한 전환은 가속화된다. 
 

18 캐슬(Terry Castle)은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Emile Zola)의 『나나』(Nana, 1880)가 『보스턴 사람

들』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며 제임스가 “레즈비언 인물에 대한 공감 어린 읽기의 장을 만들어낸 최초의 
근대 주요 작가”(the first major modern writer . . . to open a space for a sympathetic reading of a lesbian 
character; 177)라고 평한다. 캐슬의 논의를 잇는 스티븐스(Hugh Stevens) 또한 『보스턴 사람들』의 가장 
중심부에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 즉 레즈비어니즘이 놓여있다고 본다. “이 소설은 그야말로 욕망, 버리나

를 향한 올리브의 욕망으로 뚝뚝 흘러 넘친다”(The novel just drips with desire—Olive’s desire for Verena; 
Stevens 96)는 설명이다. 밴 리어(David Van Leer)는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사람들』이 동성애혐오적 담론으로부터 놀랄 만큼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은 ‘강제

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를 유지시키는 대표적 장치인 결혼과 재생산에 회의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이성애중심적 사회의 균열과 모순을 진단하고,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unnatural) 무엇으로 간

주되지 않는 세계를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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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발견하고 레즈비언의 (비)존재에 형태를 부여하는 정치적 읽기이며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과 퀴어 이론 계열의 비평은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두 여성 인물 올리브와 버리나 사이에서 선택을 단행한다는 한계를 공유한다.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이 버리나의 선택을 “퇴보”로 읽고 이에 반해 흡사 종교적 열정과도 같은 

정치적 신념을 고수하는 올리브에게 해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19  퀴어 이론 계열의 

비평 역시 여전히 올리브에게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 말미에서 

내리는 두 여성의 선택을 “올리브에 대한 버리나의 배신”(Olive’s betrayal by Verena; 

179)이라고 읽는 캐슬의 해석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외적으로 밴 리어의 경우 버리나가 

스스로의 레즈비언 욕망을 인정하는 자기 인식의 순간에 도달한다고 읽어내지만, 이는 

여전히 올리브에 비하면 “버리나의 깨달음은 너무나 소극적”(Verena’s insight is too timid; 

101)이라는 평에 그친다. 결국 올리브 홀로 “최초의 레즈비언 비극의 주인공”(the first 

lesbian tragic heroin; Castle 178-79)이 되어 작품 속 내재된 레즈비어니즘의 모든 

가능성을 짊어진다.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과 그 계보를 잇는 퀴어 이론 계열의 비평은 

공통적으로 여성/레즈비언의 운신을 제약하는 가부장제 또는 이성애규범성이라는 사회의 

억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서로 상반된 곳으로 향하는 버리나와 올리브 두 여성의 각각의 행보 앞에서 특정한 

                                           
19  페털리는 “올리브의 레즈비어니즘, 즉 근본적으로 다른 여성을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her 
lesbianism, her desire to make her primary commitments to other women; 152)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하지만, 버리나의 경우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스스로의 의지나 욕망이 없

으며, 그저 남성의 힘에 반응할 따름인”(essentially passive, have no will or desire of their own, and simply 
respond to the power of men; 138) 무력한 여성성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데이비스(Sara Davis) 
역시 버리나가 아닌 올리브로부터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읽어낸다. 데이비스는 “버리나는 저항하기에는 너

무나 순진하기에 베이즐에게 굴복한다. 그 순진함은 초기 페미니즘 운동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

다”([Verena] succumbs to Basil because she is too naive to resist. Her naiveté paralles that of the early 
feminist movement; 581)는 평을 내린다. 버리나에게 해석의 초점을 맞추는 엘렌(Elizabeth Allen) 또한 
버리나에게 할당된 텅 빈 기호(sign)로서의 여성의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주어지지 않

고 있다고 본다. 작품이 그려내는 세계 자체가 “버리나는 계속 착취당할 운명이고, 올리브는 랜섬과의 싸

움에서 버리나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that Verena is bound to be preyed on; that Olive is bound to lose 
her in the struggle with Ransom; Allen 86) 비관적 현실을 재현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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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해석의 벽에 부딪치는 듯하다. 여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변화의 급진적 가능성을 읽어내려 하지만, 여성/레즈비언 주체에게 억압 구조에 저항할 

수 있는 단일한 가능성만이 주어져 있다고 상정하면서 도리어 그 가능성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보스턴 사람들』이 레즈비언 소설이라면, 여성을 향한 욕망을 품는 ‘명백한’ 

레즈비언 올리브의 존재 때문일까? 아니면, 그 비관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이성애규범성의 붕괴와 해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일까? 올리브라는 레즈비언이 

버리나와 베이즐이 그리는 이성애 로맨스의 비극적 희생양이라는 해석은 얼마나 

‘퀴어’한가? 올리브와 버리나의 이별은 작품 전체에 걸쳐 그려지는 두 여성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지워내는가? 그렇다면 『보스턴 사람들』이 레즈비언 소설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파웰(Marilyn R. Farwell)은 ‘레즈비언 서사’(lesbian narrative)의 정의를 두고 

벌어져온 레즈비언/퀴어 연구의 논쟁20을 정리하며, “은유적 레즈비언 주체”(a metaphoric 

lesbian subject; 16) 개념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레즈비언 서사 속 레즈비언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레즈비언은 20세기에 걸쳐 담론 및 서사의 경계를 초과하는 여성을 재현하는 

존재로 확장되었다. 여성을 위한 은유로서의 레즈비언은 주인공과 서술자라는 

서사의 역할 속에서 여성의 행위자성을 위한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서사의 코드를 

확장하고 뒤흔든다. 
 

so lesbian has been expanded in the twentieth century to represent the woman 

who exceeds discursive and narrative boundaries. Lesbian as a metaphor for 

                                           
20  파웰의 정리에 따르면 70년대 정치적 레즈비언-페미니스트들의 논의 위에서 레즈비언은 여성 연대의 
가장 급진적인 가능성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90년대의 포스트모던/퀴어 이론은 섹슈얼리티를 중심에 둔 
유동적이고 수행적인 정체성의 정의를 통해 레즈비언 주체의 범위를 확장했다. 파웰은 레즈비언의 범주를 
여성이라는 젠더에 한정시키는 본질주의적 정의와, 고정된 주체의 해체를 주장하며 레즈비언의 정의 불가

능성을 논함으로써 도리어 레즈비언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포스트모던적 정의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

어날 필요성을 촉구하고, 두 갈래의 비평적 논의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은유적 레즈비언 주체”의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은유적 레즈비언 주체”는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레즈비

언, 혹은 여성을 욕망하는 섹슈얼리티와 몸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레즈비언을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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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expands and shifts the narrative codes by securing a place for female 

narrative agency in the narrative roles of protagonist and narrator. (Farwell 17-

18 필자 강조) 

 

파웰은 전통적인 서사 구조, 즉 “남성적일 뿐 아니라 이성애(중심)적인 서사”(the 

narrative [which] is heterosexual as well as male; 15)21의 체계에 거스르고 이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를 레즈비언 주체라고 정의한다. 또한 레즈비언 주체가 만들어내는 서사 속 

장소, 즉 “레즈비언 서사 공간”(a lesbian narrative space; Farwell 20)에 주목한다. 

레즈비언 주체의 등장은 전통적인 서사 요소들을 재배치하며 남성적/이성애규범적 서사에 

균열을 일으키며 “레즈비언 서사 공간”을 만들어낸다. 

파웰의 정의는 『보스턴 사람들』의 두 여성 인물 올리브와 버리나 모두를 레즈비언 

주체로 정의할 수 있게 한다. 상대 여성을 향한 욕망을 바탕으로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적 없는 새로운 여성의 자리를 찾는 두 여성은 “담론 및 서사의 

경계를 초과하는 여성”, 즉 레즈비언 주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가정 아닌 집을 찾고자 

했던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가정과 그 바깥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지워져 있는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성애규범성 바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집을 일종의 감옥으로 만들고 여성의 운신을 제약하는 가정성 

담론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일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애중심적이다. 가정성 담론과 

이성애규범성은 한 몸으로 기능한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이성애 관계를 통한 결혼 

계약으로 맺어진 남녀 한 쌍이고, 그렇기에 가정으로서의 집은 그 존재 자체로 

이성애규범성을 체현하고 증명하는 공간이다. 반면 올리브와 버리나의 집은 서로를 

욕망하는 여성들의 관계에 바탕하는 ‘보스턴 결혼’의 기반이다. 이성애규범성의 경계를 

                                           
21 파웰이 인용하는 뒤플레시스(Rachel Blau DuPlessis)는 19세기 소설, 특히 로맨스의 서사 구조가 여성에

게 서사의 결말으로 죽음 혹은 결혼이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지만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죽음 혹은 결혼으

로 끝나는 이러한 서사 구조가 곧 강력한 이성애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장치임을 지적한다. 이에 뒤플레시

스는 죽음 혹은 결혼의 결말을 ‘넘어서는’(beyond) 새로운 결말과 서사를 탐구하는 20세기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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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고 집의 의미를 다시 따져 묻는 여성의 공간, 특히 레즈비언 공간인 셈이다. 파웰이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 “레즈비언 서사 공간”은 『보스턴 사람들』의 서사 속에서 두 

여성이 함께 사는 집이라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공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공간 속 올리브와 버리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두 여성의 

레즈비언 욕망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는가? 먼저, 올리브와 버리나가 맺는 “(그들의) 

우정이라는 정말 유별난 관계”(a very peculiar thing, their friendship; CN 301)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몸과 몸이 서로 붙어있을 수 있는 한 집에 살아야만 지켜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두 사람이 그저 여성운동의 대의를 함께 추구하는 동반자라면 둘이 꼭 

같은 집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하지만 올리브와 버리나는 함께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이일 뿐 아니라, “영혼의 결합”이라는 이름 아래 배타적이고 성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연인이기도 하다. 올리브와 버리나는 언제나 노심초사 두 사람의 

동거가 깨어질까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그 상태를 지키려 한다. 올리브가 버리나의 외출과 

여행을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동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욕망으로 넘치는 버리나 

또한 언제나 올리브를 떠올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한다. 두 

사람에게 둘의 동거의 끝은 곧 관계의 끝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플래너리(Dennis 

Flannery)가 “[서사 속] 감정을 형성하는 배후지”([narrative’s] formative affective 

hinterland; 15)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는 두 여성의 내밀한 친교의 순간은 대부분의 

경우 올리브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서사의 표면에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순간에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올리브와 버리나의 몸이 있다. 

가까이 있는 두 여성의 몸, 그들의 육체적 친밀함이 『보스턴 사람들』의 서사를 

지탱하고, 그 바탕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두 사람의 집이 자리잡고 있다. 

올리브와 버리나가 서로를 향한 욕망을 최초로 확인하는 장소 또한 올리브의 집이다. 

버리나의 연설을 들은 후 올리브는 “당신을 알고 싶어요”(I want to know you; 54)라며 

버리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불과 초대 하루 뒤에 성사되는 올리브와 버리나의 

만남은 둘의 내밀하고 에로틱한 관계의 시작이다. 올리브는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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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흔들렸어요”(I was shaken from head to foot; 63)라며 버리나의 연설에 대한 자신의 

감상, 생생한 흥분을 지극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언어로 고백한다. 버리나 또한 올리브의 

열렬한 초대와 고백에 올리브가 “자신을 들어올려 아찔한 허공으로 데리고 가는”(carried 

her through the dizzying void of space; 62)듯한, 자신의 몸이 높이 들어 올려지는 육체적 

실감을 느낀다. 버리나에게 올리브와의 첫 만남은 아찔한 움직임의 감각으로 기억된다. 만 

하루 만에 두 여성은 놀랍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포착하고 놀라움을 

표출하는 건 올리브와 버리나의 교감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올리브의 집에 다시 

불쑥 찾아온 베이즐이다. 올리브의 집에서 버리나를 목격한 베이즐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이방인이었던 그의 사촌과 버리나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까워졌는지”(how she came to be closeted so soon with his kinswoman, to whom, only a 

few hours before, she had been a complete stranger; 70) 의문을 품는다. 이에 대한 

베이즐의 결론은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여성들의 일반적인 절차”(These, however, were 

doubtless the normal proceedings of women; 70)라는 불충분한 대답이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 속으로 들어간 베이즐은 그 속에서 두 여성 사이에 

형성된 놀랄만한 친밀함을 포착하지만, 이를 알 수 없는 행동 정도로 치부하고 더 이상 

이해하지 않는다. 

베이즐이 갑작스레 찾아와 올리브와 버리나의 교감을 멈추는 위의 장면은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될 베이즐의 침입을 예비한다. 이는 특히 두 여성의 집이라는 레즈비언 

공간이 내포하는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올리브는 이 커다란 목소리의 

남부 사람만큼 그녀의 응접실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너무 성급하게 자리를 허락한 셈이었다. 베이즐은 올리브의 코 앞에서 그녀의 손님에게 

자리를 권했다”(She had never seen any one so free in her own drawing-room as this loud 

Southerner, to whom she had so rashly offered a footing; he extended invitations to her 

guests under her nose; 70)는 올리브의 당혹스러운 관찰에서 알 수 있듯, 베이즐은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고 그 안에서 마치 제 집처럼 행동한다. 공간의 규칙을 분명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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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 체 무시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베이즐과 같은 인물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브와 버리나의 집, 두 여성의 관계는 늘 외부의 방해와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레즈비언 공간의 취약성은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점유하는 레즈비언이 늘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프로빈(Elspeth Probyn)이 지적하듯, “레즈비언 주체는 

언제나 여성이면서 레즈비언이라는 겹쳐진 상태에 매여있는 이중 주체”(The lesbian 

subject is always a doubled subject caught up in the doubling of being a woman and a 

lesbian; 81)이다. 젠더화된 공간, 그 중에서도 특히 집이라는 공간의 본질적인 규칙은 그 

안에 놓여있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사회 생활의 문법 속에서 여성에게는 자신의 

집에 상대방을 초대할 의무,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입장한 손님을 환대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집은 외부 세계로부터 그 실내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사회적 관계의 한복판이다. 

“보스턴에서 사람들은 온갖 초대에 정신 없이 뛰어다녀요”(in Boston you must jump at 

invitations; 7)라는 루나의 말마따나, 초대와 입장의 사건으로 빼곡한 『보스턴 

사람들』의 세계에서 집은 언제나 외부 방문객으로 북적거리는 공간이다. 여성의 자리가 

지워진 세계 속에서 집이 안전한 공간일리 없고, 이는 가정 아닌 올리브의 집 또한 

마찬가지다. 올리브는 버리나와 자신의 집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만 

베이즐은 언제나 틈을 찾아내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결국 버리나와 둘만의 

만남을 갖는다. 올리브와 버리나가 뉴욕의 하숙집(boarding-house)에서 머무르는 동안 

일어나는 다음의 장면은 올리브가 집 안에 베이즐을 들이고 버리나와의 만남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순간의 비애를 선명하게 묘사한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 올리브는 집 밖으로 나서며 커다랗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겹응접실을 돌아 보았다. 남편들은 일과를 위해 집을 비우고, 부인들과 독신 

여성들은 시내로 나간 오전의 그곳에서, 젊은 여성과 논쟁하고 싶어하는 젊은 

남성은 텅 비어있는 장소가 가져다 주는 모든 이점을 즐길 것이었다. 베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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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와 버리나는, 둘이서 그곳을 독점한 채, 

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창가 근처에 서 있었다. 베이즐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아마 집에서 나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올리브는 다시 조용히 문을 닫으며,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다. 베이즐이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집의 뒤편으로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머무를 

생각인 것 같았다. 올리브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베이즐이 있을 

것만 같았다. 올리브는 집 밖으로 발걸음을 떼었고, 베이즐과 버리나가 창문을 

통해 계단을 내려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베이즐 

랜섬의 얼굴을 바라볼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Shortly before noon, Olive, passing out of the house, looked into the big, sunny 

double parlour, where, in the morning, with all the husbands absent for the day 

and all the wives and spinsters launched upon the town, a young man desiring to 

hold a debate with a young lady might enjoy every advantage in the way of a 

clear field. Basil Ransom was still there; he and Verena, with the place to 

themselves, were standing in the recess of a window, their backs presented to the 

door. If he had got up, perhaps he was going, and Olive, softly closing the door 

again, waited a little in the hall, ready to pass into the back part of the house if 

she should hear him coming out. No sound, however, reached her ear; 

apparently he did mean to stay all day, and she should find him there on her 

return. She left the house, knowing they were looking at her from the window as 

she descended the steps, but feeling she could not bear to see Basil Ransom’s 

face. (235) 

 

올리브는 버라지 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 틈을 활용해 버리나를 만나러 온 

베이즐은 두 여성의 공간 속 올리브의 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뉴욕에 방문한 올리브는 

“공감하는 동료들”(sympathizing friends; 201)을 보다 쉽게 초대하려는 정치적 실천의 

일환으로 세상을 향해 더 열려있는 하숙집이라는 공간을 숙소로 택했다. 하지만 올리브의 

개방적인 제스처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인물은 버리나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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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즐이다. 버리나와 함께 멀리 도망치는 선택지 이외에 올리브에게 베이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주어져 있지 않다. 공간의 규칙이 올리브에게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버리나와의 배타적 관계란 아주 제한적인 선에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즐에게 자리를 허락하는 이때 올리브에게는 이미 절망적인 선택지만이 주어져 

있다. 요컨대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미래, ‘해피엔딩’의 가능성은 

이성애규범적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베이즐에게 집을 내어주고 향하는 

버라지 부인의 집에서 올리브는 버리나와 버라지의 결혼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받아 

든다. 올리브는 자신이 만약 버리나의 사교 활동을 금지한다면 “그럴 경우, 세상이 그녀를 

맹렬하게 비난할 것”(the world would judge her, in that case, ferociously; 131)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베이즐이거나, 버라지이거나, 누가 되었건 올리브는 다른 남성에게 

버리나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남성과 맺는 배타적이고 성애적인 관계는 이성애 

로맨스와 결혼의 형식을 통해 승인된다. 반면 사회적 승인이 주어지지 않는 레즈비언 

커플의 관계와 욕망은 결코 발화되거나 공적 영역에 드러나 가시화될 수 없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집이 외부와 차단된 둘만의 공간일 때 두 여성의 욕망은 서로를 향하고, 두 

여성의 레즈비어니즘은 바로 그 공간을 통해 늘 서사의 배경에 놓여 가능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남성중심적이며 동시에 이성애규범적인 공간의 규칙은 두 여성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레즈비언 공간을 위협하고 무너뜨린다. 레즈비언 공간은 그 공간 속 레즈비언 

커플이 맺는 관계의 속성만큼이나 취약하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집은 자꾸만 두 여성을 

노출시키고 위기의 순간을 허락한다. 여성의 자리가 지워진 세계 속에서 겨우 마련한 

둘만의 집 또한 결국 그들의 관계를 보호할 수 없는 공간으로 밝혀진다. 

마침내 올리브와 버리나가 자리를 옮겨 임시 거처로 삼는 마미온(Marmion)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올리브의 공간실천이 처한 절박함과 위기를 드러낸다. 여성의 공간, 특히 

공적 영역에 가시화될 수 없는 레즈비언 공간은 거듭 궁지에 몰리고 위태로운 순간을 

맞는다. 베이즐의 영향력에 자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은 버리나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 줘요”(take me away; 266)라며 올리브에게 간청하고, 올리브는 보스턴 집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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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온으로 향한다. 쫓기고 쫓겨 올리브와 버리나가 결국 도착한 마미온은 여름 

휴양객마저 잘 찾지 않는 보스턴 외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다. 마미온은 보스턴과 

뉴욕이라는 도시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 또는 유혹과 마주치던 두 여성이 

택한 마지막 피난처다. 둘의 관계를 지키고 그들의 정치적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 보스턴 

올리브의 집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자신들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인적 드문 

교외까지 후퇴하는 것이다. 베이즐은 마미온을 그저 휴양지 정도로 여기고 “두 여성이 

바로잡아야 하는 모든 부정의에 대한 감각이 보스턴에서보다는 훨씬 가벼울 것”(The 

sense of all the wrongs they had still to redress must be lighter there than it was in Boston; 

270)이라고 가볍게 추측한다. 하지만 올리브와 버리나에게 마미온은 오히려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의 최후의 보루이며,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초기지에 가깝다. 올리브는 지금까지 회피하고 미루어왔던 버리나의 대규모 대중 

연설을 기획한다. 두 여성이 마미온이라는 외딴 마을의 가장 고립된 곳에서 준비하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대중과의 맞대면이다. 

즉 마미온의 작은 집, “네 명의 여인이 모여있는 작은 나무판자집”(four ladies 

grouped together in a small frame-house; 274)은 지금껏 올리브와 버리나가 추구해왔던 

정치적 실천의 다음 단계를 위한 일시적 고립의 장소이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은 

마미온의 가정 장치의 일부가 아니었고”(Bolts and bars were not a part of the domestic 

machinery of Marmion; 279), “입을 쩍 벌리고 있는 현관문”(house-door gaping wide; 

279)이 집을 무방비상태로 열어두고 있었다는 묘사는 올리브와 버리나가 점유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를 향해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버리나와 올리브의 관계가 곧 맞이할 커다란 변화를 예비한다. 자신과 버리나가 

언제까지고 집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는 올리브는 마미온에서 마침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한다. 둘 만의 집을 마련하고 지키려 했던 지금까지의 노력이 

여성의 사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뮤직홀에서의 연설은 그 사적 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운신을 공적 영역으로 넓히기 위한 또 다른 방향의 공간실천이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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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잠그고 집에 머무르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올리브와 버리나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두 사람의 친밀하고 굳건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적 영역 진출을 목표로 했다. 이는 서로 길항하는 (혹은 길항한다고 

여겨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개편하기 위한,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네 명의 여성들이 머무르는 마미온의 작은 집은 올리브와 버리나의 

보스턴 집의 변주, 심지어 확장이다. 변변한 가구도 없는 작고 허름한 집, 대중과는 훨씬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공간이지만, 마미온의 집은 올리브가 자신의 보스턴 집을 통해 

만들어 내고자 했던 여성/레즈비언의 공간, 여성들의 관계에 바탕한 새로운 세계를 더 큰 

규모로 구현한다. 눈 내리는 겨울 밤 서로 팔짱을 끼고 창 밖을 내다보는 두 여성의 외딴 

모습이 올리브와 버리나의 보스턴 집을 집약하는 이미지라면, 마미온의 집에는 올리브와 

버리나 뿐 아니라 버즈아이와 프랜스라는 또 다른 두 여성이 함께 있다. 외부를 향해 

활짝 열려있을 뿐 아니라 이미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버즈아이와 

프랜스는 올리브와 버리나보다도 더 오랜 기간 한 지붕 아래 살며 깊은 유대를 이어온 

듯하다.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투철한 프랜스는 언제나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고 

일에 열중하지만, 버즈아이의 건강이 위태롭자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약 없이 마미온에 

머무른다. “프랜스는 버즈아이의 유별난 몸 상태(버즈아이의 몸 상태는 정말이지 

유별났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it did seem as if she knew 

more about Miss Birdseye’s peculiar physical conditions – they were very peculiar – than 

any one else; 293 원문 강조)는 진술은 버즈아이와 프랜스가 맺는 관계의 헤아리기 

어려운 깊이를 에둘러 전달한다. 올리브와 버리나, 그리고 버즈아이와 프랜스라는 네 명의 

독신 여성은 각기 다른 연령, 계층, 성향의 서로 다른 여성들이지만 오직 상대 여성을 

향해 느끼는 두터운 유대의 감각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곳에 모여 머무른다. 즉 

마미온의 집은 보스턴 집이 그랬듯 오롯이 여성을 향한 여성의 욕망으로 가능해지는 

레즈비언 공간이다. 올리브가 꿈꾸는 여성/레즈비언의 공간의 모습은 조지 엘리엇(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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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ot)의 글과 성모상(the Sistine Madonna) 그림으로 채워진 마미온 집에서 잠시나마 

선명해진다. 

하지만 지금껏 거쳐온 다른 모든 공간과 마찬가지로 마미온의 활짝 열린 집은 역시나 

외부의 침입에 지극히 취약하다. 마미온 집의 무방비상태는 결국 베이즐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거의 무단침입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또 다시 여성들의 공간에 침투하는 

베이즐은 마침내 버리나에게 청혼하고, 한 달 여 동안 마미온에 머무르며 버리나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낸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와 공간의 

빈틈을 찾아내고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베이즐의 ‘공격’은 이동을 향한 버리나의 

욕망, 또한 “사적인” 관계를 향한 버리나의 욕망을 정확히 조준한다. 버리나는 보스턴과 

뉴욕에서 그랬듯 마미온에서도 베이즐과의 “긴 방문, 대화, 산책”을 통해 집 바깥을 

마음껏 걷고 돌아다닌다.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올리브의 공간실천은 

역설적이게도 버리나에게는 자신의 운신의 폭을 계속해서 좁히는 일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가며 올리브의 의지와 목표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었다. 

올리브와의 공간실천이 버리나에게는 곧 공간적 제약이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버리나는 올리브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극히 미약한 

정도”(exceptionally small degree; 299)로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이즐과의 관계가 그 감정을 “가장 큰 범위, 가장 강한 강도로” 느낄 수 있게 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버리나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돌아다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공간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논리가 남성중심적이며 

이성애중심적일 때, 이와 같은 지배적인 질서를 거스르려는 시도를 통해 가능해지는 

새로운 공간은 지극히 협소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결혼이라는 이성애 결합이 

제공하는 전망은 언제나 버리나에게 활짝 열린 가능성,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곤 했다. 레즈비언 공간은 외부와 차단된 실내, 인파로부터 멀리 떨어진 

낡은 마을에서야 겨우 가능해지지만, 이성애 결합이 약속하는 공간은 밝은 빛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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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 오는 열려있는 문이고, 버라지의 아름답고 화려한 저택이고, 거대하고 매력적인 

뉴욕이라는 도시, 버리나의 눈을 빛나게 하는 그 모든 곳이다. 

말하자면, 올리브와 버리나의 깊은 애착 관계는 버리나의 몸이 “올리브의 욕망, 역사 

의식,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실어 나르기 위한 매개”(a vehicle for Olive’s desire, sense of 

history, and vision of the future; Flannery 5)로 사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의 

역학은 올리브와 버리나가 나누는 다음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그거 알아요 올리브? 난 가끔 의문이 들어요.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만큼 느낄 수 있었을까.” 
 

“내 친구 버리나” 올리브가 답했다. “우리 결합의 친밀함과 신성함에 대한 

이토록 또렷한 표현은 처음이에요.” 
 

“당신이 나를 깨어있게 해요” 버리나가 말했다. “당신은 내 양심인걸요.” 
 

“당신이 내 형체이고 내 겉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버리나는 너무 아름다운 걸!” 
 

‘Do you know, Olive, I sometimes wonder whether, if it wasn’t for you, I 

should feel it so very much!’ 
 

‘My own friend,’ Olive replied, ‘you have never yet said anything to me which 

expressed so clearly the closeness and sanctity of our union.’ 
 

‘You do keep me up,’ Verena went on. ‘You are my conscience.’ 
 

‘I should like to be able to say that you are my form – my envelope. But you 

are too beautiful for that!’ (121) 

 

올리브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이 정도로 여성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버리나의 말은 올리브를 향한 강렬한 사랑 고백이면서, 동시에 올리브와 

함께하는 “포기의 계획” 그 자체는 자신에게 너무나 고된 일이라는 속마음을 실토하는 

대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리브는 이를 “우리 결합의 친밀함과 신성함”이라는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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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두 사람의 관계, 즉 여성운동을 향한 버리나의 헌신의 표현이라고 듣는다. 

올리브는 둘의 관계와 여성운동이 서로 나란히 가는 같은 종류의 실천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때 버리나가 자신의 “형체”이자 “겉모습”이라는 올리브의 애정어린 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올리브에게 버리나의 몸이 자신의 욕망을 실어 나르기 위한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는다. 올리브는 자신의 욕망이 곧 버리나의 욕망일 

것이라고, 버리나는 올리브의 욕망이 곧 자신의 욕망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지만(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스스로를 가장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욕망의 

차이는 그들의 관계에 끊임없는 위기의 순간을 가져온다. 

사실 두 여성의 “영혼의 결합”을 통해 여성 해방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올리브의 믿음은 베이즐과 버리나의 결합을 낭만화하는 버즈아이의 

믿음만큼이나 낙관적이며 비현실적이다. 버즈아이는 버리나와 베이즐 사이에 “모든 결합 

중 가장 친밀한 결합”(the closest of all unions; 309), 즉 결혼이 성사될 것이라 믿고, 남부 

출신의 베이즐과 북부의 여성운동가 버리나의 만남에 남부와 북부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베이즐이 버리나에 의해 계몽된 “가장 뜻 깊은 개종자 중 한 명”(one of 

the most important converts; 276)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버즈아이의 장밋빛 

해석이 버리나와 베이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오독임은 물론이다. 올리브 

또한 버리나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다. 두 사람의 완전한 결합이 

곧 여성 해방의 실현이며 그 반대는 여성 모두의 좌절이고 실패라는 올리브의 인식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 결합의 동반자인 버리나의 욕망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둘의 관계가 베이즐의 침입에 취약했던 결정적인 까닭이기도 하다. 

올리브가 창출해내는 레즈비언 공간은 여성의 존재와 욕망을 지우는 젠더화된 공간의 

규칙에 거스르고 이성애규범성 바깥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여성의 자리였다. 

하지만 버리나의 입장에서 그 새로운 공간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욕망과 

의지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간과 결국 같아져 버린다. 아버지 셀라 

태런트의 명성을 향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개가 되어 “이건 내가 아니에요”(it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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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43 원문 강조)라고 말하곤 했던 이전과 유사한 역할을 반복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베이즐과의 만남에서 버리나는 “진짜 그녀 자신”(her real self; 263)을 발견한다고 느낀다. 

결국 버리나는 올리브가 아닌 베이즐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녀의 욕망”(her desire to keep on pleasing others; 300)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밀어 붙이는”(pushing her to please herself; 300) 새로운 힘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결국 궁지에 몰려 마미온까지 밀려 온 올리브와 버리나의 레즈비언 공간은 마침내 그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지는 둘의 관계는 그 취약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올리브의 집은 그들의 관계를 지켜낼 수 없는 불완전한 공간임이 

분명해진다. 아래의 장면은 마미온 집에서 올리브와 버리나가 맞이하는 이별의 순간, 두 

사람의 마지막 감정의 파국을 보여준다. 

 

버리나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짓밟히고 초라해진 듯 보였다.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일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과연 

가능하다면. 올리브는 억누를 수 없는 연민과 확신의 충동을 느끼며 버리나의 

손을 잡았고, 자신의 손 안에 놓인 그 손을 통해 버리나의 모든 감정을 어림해 

볼 수 있었다. 그건 일종의 수치심이었다. 그날 아침 버리나 자신이 보였던 

연약함과 빠른 항복, 광기 어린 동요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그 어떤 항의도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버리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스스로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침묵 그 자체가 올리브를 

향한 호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으며(버리나는 올리브가 

소리 내어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다시 고개들 때까지 

그저 기다려달라는 간청이었다. 올리브는 이해했다. 아니면 이해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사태의 비참함이 더욱 깊어 보일 뿐이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 

버리나는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고, 한 시간 동안, 그 방에 일몰이 

찾아오는 동안, 두 명의 젊은 여성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정말, 그건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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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이었다. 한참이 흐른 뒤 하녀가 아주 태평스러운 태도로, 마미온의 

하인들이 흔히 그렇게 하듯, 등불을 들고 문지방에 나타났다. 하지만 올리브는 

미친 듯 서둘러 그녀를 내보냈다. 올리브는 어둠을 지키고 싶었다. 그건 일종의 

수치심이었다. 
 

She was unwilling to speak; she seemed crushed and humbled. This was almost 

the worst – if anything could be worse than what had gone before; and Olive 

took her hand with an irresistible impulse of compassion and reassurance. From 

the way it lay in her own she guessed her whole feeling – saw it was a kind of 

shame, shame for her weakness, her swift surrender, her insane gyration, in the 

morning. Verena expressed it by no protest and no explanation; she appeared 

not even to wish to hear the sound of her own voice. Her silence itself was an 

appeal – an appeal to Olive to ask no questions (she could trust her to inflict no 

spoken reproach); only to wait till she could lift up her head again. Olive 

understood, or thought she understood, and the woefulness of it all only seemed 

the deeper. She would just sit there and hold her hand; that was all she could do; 

they were beyond each other’s help in any other way now. Verena leaned her 

head back and closed her eyes, and for an hour, as nightfall settled in the room, 

neither of the young women spoke. Distinctly, it was a kind of shame. After a 

while the parlour-maid, very casual, in the manner of the servants at Marmion, 

appeared on the threshold with a lamp; but Olive motioned her frantically away. 

She wished to keep the darkness. It was a kind of shame. (321) 

 

두 사람이 이별의 순간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은 다름 아닌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상대를 향한 미안함과 연민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수치심’이다. 버리나는 버즈아이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운동의 대의를 향한 자신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베이즐을 향하는 

자신의 욕망을 접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베이즐과 긴 하루를 보낸 뒤 

버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인” 욕망이 여전히 올리브와의 관계 바깥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올리브에게 저지른 “배신”(treachery; 228)이 부끄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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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말했던 전과는 달리, 버즈아이의 죽음 이후 이별의 장면에서 버리나가 느끼는 

것은 올리브를 향한 배신, 즉 자신의 신념과 욕망의 불일치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다. 한편 

버리나가 돌아오기만을 애태워 기다리던 올리브는 버리나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 후회와 

체념 등이 뒤범벅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태껏 자신이 지켜왔던 버리나와의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다. 버리나를 향한 자신의 “격렬한 사적인 열정, 어떤 조건으로든, 심지어 

그녀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조건일지라도, 어떻게든 그녀의 친구를 다시 한 번 자신의 두 

팔로 껴안고 싶은 그 욕망”(a wild personal passion, a desire to take her friend in her arms 

again on any terms, even the most cruel to herself; 320)을 마침내 직시하는 것이다. 

버리나를 향한 “격렬한 사적인 열정”을 언제나 일종의 공적인 열망, 여성운동을 향한 

자신의 헌신으로 추상화했던 올리브에게 이는 충격적인 깨달음이다. 이 장면에 대해 “즉 

‘수치심’은 공과 사가 교차하는 경계에 위치해있다”(So ‘shame’ is positioned on the cus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31)고 한 윌리엄스(Merle A. Williams)의 분석이 

지적하듯, 올리브와 버리나가 느끼는 수치심은 각자의 공적 대의와 사적 욕망의 불일치에 

대한 앎의 순간을 지시한다. 레즈비언 공간이라는 가정 아닌 집, 새로운 종류의 사적 

영역을 통해 공적 영역에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그 사적 

영역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으로 귀결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곧 레즈비언 공간의 불가능성이라는 최종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레즈비언 공간 역시 이성애규범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이며 

억압적이라는 동일시의 오류 또한 그 결론이 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즈비언 

공간의 한계가 분명해지는 올리브와 버리나의 이별 장면은 레즈비언 관계와 욕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드러내는 서사적 재현의 순간이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앎의 

순간은 불일치뿐 아니라 일치의 순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어스름하게 저녁이 내려앉은 

불 꺼진 집에서 깊은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단 둘이 함께 한다. 여기서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알려주는 것은 둘의 이별을 뜻하는 이 

수치의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그들의 관계와 엇갈림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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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몰이해로 

점철될 수 있는 이별의 순간, 올리브와 버리나는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유난히 

배려한다. 결국 마미온의 집은 서로를 욕망하는 여성과 여성의 관계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표출하는 공간이 된다. 두 사람이 함께 점유하는 집과 그 안의 침묵, 그리고 어둠은 

남성적/이성애중심적 서사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레즈비언 서사 공간”이다. 그들의 관계의 

한계와 불가능성이 분명해지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 두 여성은 지금까지 서사적으로 

재현되었던 그 어느 순간보다 강렬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를 주고 받는다. 이는 서사의 

표면에 드러나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 지속되어 온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의 정도와 깊이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다. 둘은 한 집에 머무르는 하녀의 

존재마저도 견딜 수 없다는 듯 황급히 내쫓아내고, 그 어떤 이의 방해도 없이 둘만의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언제나 둘의 사이에 성공적으로 비집고 들어왔던 베이즐 또한 

이때만큼은 타이밍을 놓친다. 다음 날 아침 버리나는 이른 기차를 타고 조용히 마미온을 

떠나고, 올리브는 자신을 떠나는 버리나를 직접 배웅한다. 베이즐이 다시 모습을 비추는 

건 이미 버리나가 올리브를 떠난 이후다. 

마미온의 이별 장면 이후 곧바로 버리나를 향한 베이즐의 추적이 이어진다. 이 

추적의 과정은 베이즐이 버리나를 데려가고자 하는 가정 공간, 말하자면 레즈비언 공간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이성애규범적 공간의 모순과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버리나의 

손을 잡고 뮤직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베이즐의 의도는 버리나를 “아우성치는 

대중”(roaring crowd; 343)으로부터 구해내어 공적 영역과는 차단된 가정, 즉 사적 영역에 

데려가는(가두어두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베이즐의 의도와 일치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보스턴 사람들』에서 가정성 담론이 상정하는 

가정 공간이란 베이즐의 입에서 관용구로 맴돌았을 뿐 작품이 재현하는 복수의 집들은 

이상적 가정과는 언제나 불일치했다. 오히려 버리나를 향한 베이즐의 추적 과정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베이즐이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대중성(publicity)과 가정성(dome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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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꺼림칙한 유사성이다. 버리나가 베이즐의 시야에서 사라진 후, 베이즐은 버리나의 

연설 당일 또 다시 찰스 가를 방문해 루나에게 버리나의 행방을 묻는다. 

 

“지난 십 주 동안 버리나를 만나지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챈슬러 양이 그녀를 숨겨버렸어요.” 
 

“숨겨버렸다니요. 요즘 보스턴의 모든 벽과 담벼락이 온통 그 여자 이름으로 

뒤덮였는데?” 
 

“아 네, 그건 봤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면 그녀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저녁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버리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사적으로요.” 
 

‘I have neither seen her nor heard of her for the last ten weeks; Miss 

Chancellor has hidden her away.’ 
 

‘Hidden her away, with all the walls and fences of Boston flaming to-day with 

her name?’ 
 

‘Oh yes, I have noticed that, and I have no doubt that by waiting till this 

evening I shall be able to see her. But I don’t want to wait till this evening; I want 

to see her now, and not in public – in private.’ (326) 

 

버리나의 연설 홍보물로 보스턴 시내가 뒤덮인 가운데, 정작 버리나 본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행방불명의 상태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그야말로 ‘연예인’이 된 버리나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버리나의 사진과 전기가 팔리고 

버리나라는 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버리나의 행방은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진다. 이때 “사람들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버리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베이즐의 요구는 버리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연예인을 향한 대중매체의 추적과 

겹쳐진다. 루나와 베이즐의 대화 가운데 마침 저널리스트인 파든 또한 등장해 버리나의 

행방을 캐묻기 시작하며 심지어 파든은 베이즐이 자신의 경쟁자 저널리스트라고 

착각하기까지 하는 것이다(330). 베이즐은 버리나가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것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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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을 느끼며, 서술자는 “이에 대해 그는 매티아스 파든 씨와 정말이지 다르게 

느꼈다”(He felt as differently as possible about it from Mr Matthias Pardon; 306)고 

설명한다. 하지만 베이즐과 파든의 행보는 계속해서 겹친다. “잡지 <베스퍼>는 사람들에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버리나의 행방이라는 걸 알렸습니다”(the “Vesper” has 

let the public know that her whereabouts was the biggest mystery of the season; 331)라는 

파든의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듯, 버리나의 행방, 소위 ‘사생활’에 대한 베이즐의 집요한 

관심은 그가 “무분별한 짐승들”(the senseless brutes; 347)이라 부르며 경멸하는 대중의 

관심과 정확히 닮아있다. 

무대 조명의 스포트라이트와 수많은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연단 위와, 여성의 

자리로 여겨지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은 마치 대척점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워들리(Lynn Wardley)의 지적대로 베이즐이 약속하는 가정 공간이라는 ‘탈출구’는 결국 

공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버리나에게 “사람들에게 ‘먹잇감’으로 소비되는 삶”(a lie spent as 

“food” for women and men; 660)을 예비할 뿐이다. 베이즐은 버리나가 연설가로서의 

커리어를 지속한다면 대중적 흥미와 소비의 대상, “뉴스쟁이들의 먹잇감”(food for 

newsboys; Wardley 656, 재인용)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버리나를 연단 아래로, 강연장 

바깥으로 데려가 가정에 안전히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저녁 식탁이 우리의 연단이 될 

거고, 당신은 그 위에 올라설 겁니다”(the dinning-table itself shall be our platform, and 

you shall mount on top of that; Wardley 660, 재인용)는 베이즐의 농담 섞인 비유는 

버리나를 다시 식탁 위 “먹잇감”의 자리에 놓는다(Wardley 655-56).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혹은 대중성과 가정성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선택을 요구 받는 버리나에게 그 둘 중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지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버리나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가는 베이즐의 ‘구원’ 서사는 어디까지나 구원 

서사의 탈을 쓴 베이즐 자신의 “성공”(success; 285) 서사임이 밝혀진다. 버리나를 향한 

베이즐의 구애는 그 시작부터 베이즐의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향한 추적과 기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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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관계에 놓였다. 22  뿐만 아니라, 버리나를 향한 베이즐의 청혼은 마침내 자신의 글이 

잡지의 지면에 실릴 예정이라는 성공의 소식과 함께 이루어진다. 지금껏 발목을 잡았던 

자신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는 아무 변화 없지만, 베이즐은 자신이 쓴 글이 출판될 

것이라는 성공에 대한 희망적 전망 하나만으로 버리나에게 청혼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는다. 베이즐에게 사랑의 성취와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은 나란히 놓인다. 또한 

베이즐에게 자신의 성공은 최종적으로 버리나의 실패를 통해 완성된다고 여겨진다. 

버리나의 예정된 뮤직홀 연설을 어떻게든 저지시키겠다고 결심하는 베이즐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다. 

 

베이즐은 버리나가 결코 그 새로운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 속으로 

맹세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만약 성공적일 경우 (물론 버리나는 성공할 

것이었다. 베이즐은 뮤직홀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킬 그녀의 힘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았다) 버리나를 돌이킬 수 없이 언론의 칭찬 세례에 

내맡길 것이었다. 버리나의 약속, 캠페인, 그녀의 친구들의 모든 기대 따위는 

베이즐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찍 소리 못 내도록” 

누르는 것이 베이즐의 마음 속 절실한 염원이었다. 그건 베이즐 스스로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그의 승리를 상징할 것이었다. 
 

He vowed to himself that she should never take that fresh start which would 

commit her irretrievably if she should succeed (and she would succeed – he had 

not the slightest doubt of her power to produce a sensation in the Music Hall), to 

the acclamations of the newspapers. He didn’t care for her engagements, her 

campaigns, or all the expectancy of her friends; to ‘squelch’ all that, at a stroke, 

                                           
22 올리브와 버리나가 유럽으로부터 귀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베이즐은 다소 갑작스럽게 “그의 야망과 굳

은 결심이 다시금 타올랐다”(his ambition, his resolution, had rekindled; 163)고 느낀다. 루나와의 결혼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자신에게 야망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계산하던 차에, 베이즐은 올리

브와 버리나가 보스턴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공부를 지속할 수단을 갖기 위해 루나와 
결혼하는 것은 그의 책무가 아니었다”(it was not his duty to marry Mrs Luna, in order to have means to 
pursue his studies; 161 원문 강조)며 마음을 고쳐먹고 버리나를 향한 집요한 추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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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dearest wish of his heart. It would represent to him his own success, it 

would symbolise his victory. (305-06) 

 

이로써 분명해지는 바, 버리나를 대중과 분리된 가정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일은 베이즐 

자신의 “성공”이고 “승리”이다. 이미 자신의 글이 출판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 즉 자신이 

늘 품어왔던 야망인 “공적인 삶에 대한 욕망”의 충족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베이즐은 그 

야망의 최종적인 달성을 위해서 버리나의 이미 “공적인 삶”을 단속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결국 베이즐이 버리나에게 약속하는 집은 버리나의 피난처, 여성의 마땅한 자리이긴커녕 

베이즐 자신의 승리의 징표이자 전리품에 가깝다. 버즈아이는 버리나와 베이즐의 결합이 

남부와 북부의 화합을 상징할 것이라 낙관했지만, 베이즐이 이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는 

그 반대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최고의 뉴잉글랜드 품종”(the best New England stock; 

52)을 자신의 손에 넣음으로써 남부의 역사적 패배를 만회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베이즐이 내민 손을 잡는 버리나의 마지막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브리검(Ann Brigham)은 베이즐의 이성애 로맨스가 남부 출신 이방인으로써 자신의 

불안한 정체성과 남성성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짚고, 이 시도가 버리나에게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삶”(a private, secret life; 24)의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공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연 버리나가 베이즐이 제공하는 환상에 속았는지의 여부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베이즐의 손을 잡고 뮤직홀을 빠져나가는 버리나의 

행보는 이를 어리석고 수동적인 퇴행으로 바라보는 대다수의 비평적 해석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버리나 본인의 선택으로 그려지고 있다. 

 

베이즐은 의자 위에 걸려 있는 털 장식이 긴 망토를 발견했고, 버리나가 

거부하기 전에 그 망토를 집어 올려 버리나 위에 덮어 씌웠다. 버리나는 가만히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힌 채로, 베이즐이 망토의 매무새를 다듬는 것 

까지도 내버려 두었고, 잠시 뒤 이렇게 묻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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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랑하는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전 한결같이 엄마를 

사랑해요. 떠나게 내버려 두세요. 가게 해 주세요!” 버리나는 말을 더듬거리며 

태런트 부인에게 또 다시 키스했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베이즐을 향해 

손을 뻗었다. 
 

He perceived, tossed upon a chair, a long, furred cloak, which he caught up, and, 

before she could resist, threw over her. She even let him arrange it and, standing 

there, draped from head to foot in it, contented herself with saying, after a 

moment: 
 

‘I don’t understand – where shall we go? Where will you take me?’ 
 

( . . . ) 
 

‘Mother, dearest, it’s all for the best, I can’t help it, I love you just the same; 

let me go, let me go!’ Verena stammered, kissing her again, struggling to free 

herself, and holding out her hand to Ransom. (347-48) 

  

제발 한 번만 자신을 무대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직전까지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버리나는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망토를 덮어 씌우는 베이즐의 몸짓에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침내는 작별 인사를 남기며 “가게 해 주세요!”라 외치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친다. 마미온과 올리브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오롯이 버리나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버리나는 무대 위와 그 바깥, 대중성과 가정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움직일 방향을 직접 선택한다. 이때 버리나가 

베이즐에게 던지는 질문,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거에요?”라는 질문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로 읽히지만, 작품 곳곳에서 암시된 버리나의 삶을 향한 

호기심을 염두에 두었을 때 사뭇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자신의 행선지를 궁금해하는 

버리나의 질문에서 자신이 보지 못한 무엇, 가보지 못한 그 어딘가에 대한 기대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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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나는 베이즐이 약속하는 이상적 가정 공간의 환상에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껏 자신에게 제대로 주어진 적 없었던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삶”을 향한 

호기심과 열망으로 일단 베이즐의 손을 잡는다. 이는 버리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삶의 공간을 향한 움직임이다. 물론 버리나가 올리브와의 

레즈비언 공간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공간이 베이즐이 약속하는 이성애규범적 

가정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베이즐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는 

버리나의 모습, “밝은 전망과는 거리가 먼 그 결합”으로 끝나는 작품의 결말은 올리브가 

꿈꾸었던 여성의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공간의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그 전망에 명확한 

서사적 한계를 긋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버리나의 공간 이동이 실패한 레즈비언 

공간으로부터 이성애규범적 공간으로의 회귀라는 해석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품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레즈비언 서사 공간”의 존재를 지우고 다시 단일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비록 버리나의 이동이 이성애규범적 공간으로의 회귀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벌어질 일이 과연 이전과 같은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베이즐은 “소명을 

부르짖어대며 세상을 떠돌아다니는”(wander about the world crying out for a vocation; 

262) 새로운 여성들에 대한 강한 혐오를 지닌 인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즐을 통해 

버리나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은 캠브리지의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도, 마침내는 마미온에서도, 언제나 바로 그 ‘떠돌아다니기’의 기회였다. 버리나는 

베이즐이라는 이동 수단을 통해 거리 위 열린 공간에서 걷고 돌아다니며 사적인 관계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베이즐의 의도는 버리나를 가정으로 데려가는 것이지만, 

『보스턴 사람들』의 세계에서 베이즐이 꿈꾸는 이상적 가정 공간이란 단 한 차례도 

재현된 적 없는 어떤 환상에 불과하다. 버리나에게 가정이 갖는 의미 또한 베이즐이 

그리는 가정과 다르긴 마찬가지다. 언제나 “공적인 삶”을 살았던 버리나에게 가정이란 집 

바깥과, 집 바깥은 곧 자신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간이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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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나가 선택한 새로운 집이 베이즐의 의도대로 버리나의 말문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을 

억압의 공간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단에 오르길 거부하고 뮤직홀 바깥으로 나가는 버리나의 최종적 

움직임은 올리브의 자아 실현의 매개가 되지 않겠다는 버리나의 단호한 선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버리나와 올리브의 관계가 만들어냈던 레즈비언 로맨스가 베이즐의 이성애 

로맨스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베이즐의 이성애 로맨스가 베이즐의 

욕망 실현이며 결국은 버리나라는 전리품 획득을 통한 남성성 구축의 서사라면, 버리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며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했던 올리브의 레즈비언 

로맨스 또한 일정 부분 베이즐의 이성애 로맨스와 겹쳐진다. 하지만 버리나는 뮤직홀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매개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올리브가 직접 자신의 

몸으로 연단 위에 오를 기회를 마련한다. 이성애 로맨스의 경로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최종적 이별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파열과 불일치의 순간 올리브와 

버리나의 레즈비언 로맨스가 하나의 대안적 서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브리검은 “작품 속에서 레즈비언 결합과 이성애 결합은 모두 잘 풀리지 않는다. 전자는 

이미 닫혀있고, 후자는 불길하게 예언되어 있다”(Lesbian and heterosexual unions both 

fare badly in the novel; the first is foreclosed, and the second, ominously foretold; 23)고 

요약한다. 하지만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는 그 결합의 가능성이 “이미 닫혀있”을지언정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간략한 요약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버리나가 올리브의 욕망을 대리 수행하는 매개가 되길 거부하는 그 순간, 올리브는 

버리나가 떠나길 선택한 자리로 향한다. 버리나의 마지막 공간실천이 대중과 마주하는 

자리를 떠나 사적인 삶을 약속하는 또 다른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면 올리브의 

공간실천은 그 반대로 나타난다. 언제까지고 집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깨달음이 

올리브로 하여금 버리나의 뮤직홀 연설을 준비하게 했고, 연단 위에 서지 않기로 한 

버리나의 결심에 따라 올리브는 버리나라는 대리인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직접 대중과 

마주한다. 올리브는 여성에게 주어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적 영역으로 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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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여성운동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녔지만, 집 밖으로 나가 대중의 시선에 자신과 

버리나를 노출시키는 일을 극히 꺼리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쉼터로 거듭 도망치곤 

했다.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로 구성된, 자신에게 적대적인 집 바깥 세상과의 맞대면을 

회피해왔던 셈이다. 하지만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올리브는 마침내 집 밖으로 나가고 

버리나조차도 마주해본 적 없는 대규모 대중 앞에 직접 나선다. 안전한 여성의 집을 

기반으로 여성의 운신을 공적 영역으로 넓히고자 했던 올리브의 공간실천은 자신이 직접 

대중 앞에 서는 순간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한다. 뮤직홀의 대기실은 연단 위 또는 

집이라는 선택의 기로 위에 놓인 일종의 문턱이 되고, 버리나가 이 문턱 위에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길 선택했다면 올리브는 마침내 집 밖으로 직접 걸어 나온다.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가는 올리브의 마지막 모습은 버리나의 마지막 선택이 그랬듯, 올리브가 

거쳐왔던 변화의 과정을 함축하는 각성의 장면이다.23 

작품은 올리브가 연단 위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맞이할지 알려주지 않는다. 대중과 

맞대면한 바로 그 순간에서 끝을 맺는 작품의 결말은 윌리엄스의 말대로 “곧 다가올 

치욕이거나 혹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담화”(either impending humiliation or a new kind 

of political dialogue; 32)라는 정반대의 두 가지 열린 가능성을 남겨 놓는다. 올리브의 

예측은 전자에 가까운 듯 하다. 올리브는 “난 야유와 비웃음, 모욕을 받을 겁니다!”(I am 

going to be hissed and hooted and insulted!; 349)라는 비극적 전망을 마지막 말로 남긴 

채 연단 위로 뛰어 오른다. 하지만 실제 올리브가 대중과 맞대면한 순간 뮤직홀의 풍경은 

                                           
23 올리브는 패린더의 조롱과 질책, “이게 당신이 우리 여성들을 복권시킬 방법이란 말이죠!”(if this is the 
way you’re going to reinstate our sex!; 348)라는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듯 연단 위로 향한다. 이 모습은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버리나와의 만남 이전 올리브의 모습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올리브와 버리

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버즈아이의 집에서, 올리브는 직접 앞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라는 
패린더의 권유에 “오 아니에요, 저는 연설을 못하는 걸요. 그런 재능은 전혀 없어요”(Oh dear, no, I can’t 
speak; I have none of that sort of talent; 30)라며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올리브는 “아니, 올리브, 당신 엄청

난 연설가네요!”(Why, Olive, you are quite a speaker yourself!; 107)라는 버리나의 감탄에도, “당신에겐 말

할 수 있어요. 그치만 그건 내가 연설을 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죠. 길거리의 한낱 돌멩이도, 자연의 그 
모든 소리 없는 것들도,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서라면 목소리를 발견할 거에요”(I can speak to you; but 
that is no proof. The very stones of the street – all the dumb things of nature – might find a voice to talk 
to you; 107 원문 강조)라며 한사코 자신의 능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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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리가 즉시 멈추었고, 그 침묵은 정중했으며, 그 대규모의 청중은 멈추어 

기다렸다”(Every sound instantly dropped, the hush was respectful, the great public waited; 

349)라고 묘사된다. 버리나의 연설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내용의 연설을 

반복하고 억양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왔던 올리브이기에, 더구나 버리나의 말의 힘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깊은 신념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버리나 본인보다도) 올리브가 “여성의 이성”(A Woman’s Reason)이라는 버리나의 연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작품은 열린 결말 그 이후에 대해 

말해주지 않지만, 그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할만한 근거 또한 

충분히 남겨놓았다. 

결국 『보스턴 사람들』의 결말은 작품의 전체 서사를 올리브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올리브가 

레즈비언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는 ‘커밍아웃’ 서사로 읽어볼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올리브는 문자 그대로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설 뿐 아니라, 올리브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일종의 벽장, 레즈비언 공간의 보호 속에서 나와 공공연히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 그리고 수많은 청중 앞 연단 위에 올라서는 순간 올리브라는 

존재는 뮤직홀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다. 관객석의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 사진과 전기를 통해 익히 들어왔고 

소비해왔던 버리나라는 존재다. 만약 버리나가 예정대로 연단 위에 섰다고 하더라도, 

올리브의 기대대로 버리나의 연설이 대중을 움직이고 여성 해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껏 보아왔던 베이즐을 비롯한 남성 인물들의 사례는 

버리나의 연설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여성운동의 숭고한 이상이기보다는 매력적인 

버리나의 섹슈얼리티, “당신의 생각”(your ideas; 258)이 아닌 “당신의 목소리”(your voice; 

258)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병적인 노처녀”(morbid old maid; 304), 올리브의 

등장은 ‘여성’ 운동가의 연설을 소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대중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다. 

물론 올리브의 연설이 버리나의 그것과는 달리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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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패린더의 경우처럼 가정 속 이상적인 아내이고 어머니이거나, 또는 버리나의 

경우처럼 여배우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퀴어한’ 여성 연설가의 존재는 뮤직홀이라는 

공적인 공간이 활용되고 작동하던 양상을 일시적으로 뒤흔들어 놓는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관계는 두 여성 각자에게 지금과는 다른 곳으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베이즐의 이성애 로맨스가 결국 결혼이라는 ‘행복한’ 결말을 통해 

버리나를 집에 데려가고 이로써 자신의 사적/공적 자아를 뒷받침할 집을 마련하는 

폭력적인 과정으로 드러났다면, 여성과 여성의 로맨스라는 대안적 서사는 그 바깥의 

가능성, 그와는 다른 모양의 가정 아닌 집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올리브와 

버리나는 서로 다른 길과 다른 삶을 선택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 공간실천은 

여성의 삶의 자리를 넓히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같다. 19세기 여성 참정권 운동은 가정 

공간에 발 묶여왔던 여성들의 자리를 공적 영역으로 넓히기 위한 급진적 실천이었고, 

또한 여성에게 할당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조차 애초에 여성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의 과정과 나란히 놓인 

올리브와 버리나의 레즈비언 로맨스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이 여성에게, 

특히 이성애의 경로 바깥의 레즈비언에게 얼마나 협소한 공간만을 남겨두거나 아예 

남겨두지 않는지 잘 보여준다. 버리나와의 거주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의 관습적 함의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고자 했던 두 여성의 공간실천에도 불구하고, 집 안과 그 바깥, 

공사영역의 이분법이라는 젠더화된 공간의 질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올리브의 집이라는 기반을 통해 가능해졌던 두 여성의 관계는 그들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실천의 바탕이 된다.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여성들의 이동, 서로 자리를 바꾸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올리브와 버리나의 움직임이 집 안과 그 바깥 모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올리브의 

집이라는 가정 아닌 집, 여성과 여성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주 공간은 새로운 집의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더 다양한 모양의 여성의 삶을 뒷받침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여성된 삶의 조건이 자신을 억압하는 집, 공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 속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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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과 공동체들을 말려 죽이려는 굳은 욕망을 지닌 문화” 속에 거주하는 것일지라도, 

여성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집 안에서 순응하거나 또는 집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양극단의 선택지 이외에도 또 다른 “자양분”, 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필요하다. 

올리브와 버리나의 공간실천은 그 가능성을 열어내는 또 다른 삶의 방식, 하나의 대안적 

서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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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논문은 작품 『보스턴 사람들』을 통해 제임스의 집과 공간을 새롭게 읽고 여성을 

억압하는 집과 공간, 세계 속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여성의 자리가 지워져 있는 세계 속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드러내며, 

동시에 공간의 질서와 규율에 도전하고 주어진 공간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움직임이었다. 

집과 그 바깥,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구획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간과 새롭게 관계하며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그 

공간실천의 한복판에 ‘집’이 놓여있다. 

페미니스트 정치학자 영(Iris Marion Young)이 설명하길, 서구 문명 속에서 집과 

여성의 환유는 언제나 남성 주체의 양육과 성장, 모험을 뒷받침해왔다. 이타카의 집에서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기다리며 화롯가에서 옷감을 짜는 페넬로페의 모습은 서구 문명이 

여성성을 정의하는 근원적인 이미지이다. 요컨대 로맨스 서사가 약속하는 “재결합, 회복, 

귀환”의 결말은 오직 남성 주인공에게 허락된 돌아갈 집이었다. 인간의 근원적 존재함에 

대해 논하며 “우리는 오직 건축을 경유함으로써 거주할 수 있다”(We attain to dwelling, so 

it seems, only by means of building; 143)고 말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의 비판 또한 같은 맥락 위에 있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남성의 건축과 거주란 여성을 집에 가둠으로써 집과 여성을 

남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육의 자원으로 삼는 가부장적 문화 위에서만 성립 

가능하다고 비판한다(Young 116, 재인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고 거부하는 ‘집’이라는 공간 혹은 관념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집을 낭만화하는 일의 실질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부터 도망치는 일 또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생각”(Despite the real dangers of romanticizing home, I think that 

there are also dangers in turning our backs on home; Young 145)하기 때문이다. 영은 

고정된 정체성을 향한 갈망과 노스탤지어가 아닌, 집을 청소하고 가꾸는 살림의 행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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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preservation)이라는 ‘여성적’ 행위로부터 집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영은 보존이란 “축적, 확실성, 또는 고정 없이도 개인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as a 

support for personal identity without accumulation, certainty, or fixity; 116) 집을 

마련하고 거듭나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존이라는 활동은 잃어버린 집, 그곳으로부터 분리된 주체가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장소를 향한 환상을 동반하는 노스탤지어와 구별되어야 

한다. 보존에는 기억이 뒤따르고, 기억은 노스탤지어와는 꽤 다르다. 

노스탤지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불확실성과 실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도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억은 과거의 고통과 기쁨으로부터, 

거주하는 곳의 대상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간직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꾸준한 

자신감을 직조함으로써 미래의 열린 부정성을 마주하는 일이다. 노스탤지어의 

갈망은 언제나 다른 어딘가를 향한다. 기억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들에 

대한 긍정이다. 
 

Thus the activity of preserv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nostalgia 

accompanying fantasies of a lost home from which the subject is separated and 

to which he seeks to return. Preservation entails remembranc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nostalgia. Where nostalgia can be constructed as a longing flight 

from the ambiguities and disappointments of everyday life, remembrance faces 

the open negativity of the future by knitting a steady confidence in who one is 

from the pains and joys of the past retained in the things among which one 

dwells. Nostalgic longing is always for an elsewhere. Remembrance is the 

affirmation of what brought us here. (Young 135) 

 

영의 새로운 정의는 집과 여성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집이 오랫동안 로맨스 

서사 속 남성의 돌아올 공간, 남성의 자아와 정체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뒷받침하는 

공간이었다면, 영은 집이 우리가 매일같이 머무르는 곳, 삶의 기반이 되는 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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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임을 상기시킨다. 집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들”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억의 공간, 여성의 공간이 된다. 

    우리에게는 또한 영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의미의 집, 그리고 집의 바깥이 

필요하다. 삶의 기반이 되는 집은 머무르는 곳이고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집은, 로맨스와 집의 고전적 정의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다. 머무르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집과 그 바깥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자리를 넓히는 일은 여성의 

공간으로 매겨져 왔던 집의 진정한 ‘여성적’ 의미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튼튼한 여성의 집을 도처에 새롭게 짓고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 일, 집 바깥으로 걸어나가 

세계와 맞닥뜨리는 일 모두를 포함한다. 집이 고정된 하나의 장소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모양의 건축물이거나 단일한 의미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논문이 제임스가 그려내는 

새로운 집, 올리브와 버리나라는 두 여성 인물의 서로 다른 공간실천에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제임스의 집과 두 여성의 공간실천은 더 많은 종류의 집, 더 다양한 의미의 

집과 그 바깥에 대한 사유를 향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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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presents a reading of Henry James’s The Bostonians with the focus on 

women’s spatial practices performed by the two female protagonists, Olive Chancellor and 

Verena Tarrant. The Bostonians, whose central subject is the nineteenth-century feminist 

movement of women’s suffrage, can be seen as a novel about women’s ‘movements’, 

women traversing across and negotiating with the prescribed divis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 This thesis argues that The Bostonians challenges the singular concept of 

home defined by the discourse of domesticity, thereby searching out new, plural and even 

heterogeneous concepts of home‘s’ for women. While the nineteenth-century discourse of 

domesticity establishes the prevailing metonymy of home-women-family (mostly white) 

founded on the principle of heterosexuality, James’s novel disconnects the normative 

linkage between home-women-family and explores not only other forms of home 

deviating from its ideal image, but also new female subjects transgressing the borderline 

of domestic space. 

The first chapt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houses and spaces configured in James’s 

works. First, this chapter attempts to explicate James’s notion of space, drawing on the 

frameworks of recent space theories which define ‘space’ in terms of social relations and 

discuss the constitutiv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space, and society. The Bostonians 

breaks the illusion of the idealized image of home while portraying the historical shifts 

mark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forces of women’s suffrage movement again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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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of domesticity at the close of the nineteenth-century America. For Olive and 

Verena, being in a non-normative relationship commonly named ‘Boston Marriage’, their 

home is a material base on which they build their own “spatial selves” and a supportive 

foundation of their social relationship and political practices. 

The second chapter examines how women in The Bostonians traverse over the division 

of spaces constructed by the dichotomy of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 This, in other 

words, is an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women’s spatial practices taking place in the 

gendered spaces that regulate and limit the way women move about. Women’s spatial 

practices are always confrontations with the regulating forces of spaces, and women 

redraw the boundaries of self as they renew the significance of those given spaces. The 

spatial practices of Olive and Verena which revolve around Olive’s house in Boston, 

though diverging into separate paths in the end, have a common character as they both 

are movements widening and creating women’s place that nowhere existed either in 

public or private sphere. 

The third chapter interprets the space created by Olive and Verena as a lesbian space, 

and discusses the “lesbian narrative space” which disrupts the boundaries of 

heteronormative one. While living together and articulating their lesbian desires, the two 

women explore the possibilities existing outside the compulsory and naturalized 

heteronormativity through their spatial practices to search for a home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domestic space. The lesbian space initiated by the erotic relationship of 

Olive and Verena is constantly exposed to external threats and reaches an impasse, and 

eventually disappears, revealing its limits and vulnerability. The Bostonians, however, 

dramatically opens up a lesbian narrative space which succeeds in representing lesbian 

desires and relationship, in the end unfolding further spatial possibilities of reconfiguring 

the conventional discipline of space to be accomplished by women. 

 

Keywords: The Bostonians, Henry James, home, domesticity, spatial practice, lesbian 

narrative space 

Student Number: 2016-20039 


	서 론: 집의 공간정치학
	본 론
	1. 가정성 담론의 안과 밖
	2. 여성의 공간실천
	3. 레즈비언 서사 공간의 가능성

	결 론
	인용문헌
	Abstract


<startpage>7
서 론: 집의 공간정치학 1
본 론 16
 1. 가정성 담론의 안과 밖 16
 2. 여성의 공간실천 38
 3. 레즈비언 서사 공간의 가능성 58
결 론 88
인용문헌 91
Abstract 96
</body>

